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프로그램

국제학생 입학 정보

ELS 프로그램:

• 성공적인 학업에 필요한 능력 및 교육 제공
• 회화 능력 배양
• 미국 생활 및 미국 유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LA ROCHE UNIVERSITY의

왜 LA ROCHE를 선택해야 할까요?

학사 일정

• 입학 시 TOEFL 또는 IELTS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실시하는 영어 어학시험을 통해 레벨 배정을
실시합니다.

• 가을 학기: 8월 말 - 12월 초

•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방법을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등 중요한 어학 부문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교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여름 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수강할 경우, 여름 동안 무료로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학생의 20%가 국제학생으로, 다양성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아 학생 개개인에게 자상한
지도 및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각 업계의 전문가들이 양질의 지도 및 집중 교육을
제공합니다.
• 교육 비용이 미국 평균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 ESL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프로그램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봄 학기: 1월 초 - 4월 말
• 여름 학기: 5월 중순 - 6월 말

위치
본교 캠퍼스는 피츠버그 도심에서 북쪽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여러분이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여가를 즐기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선사하는 멋진 도시입니다:
•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 풍부
•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
•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가 운전하여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음

특별 서비스
•	입출국 수속 안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 공항 픽업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실시
• 개인지도 프로그램
•	회화 파트너 프로그램(Conversation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회화 능력 배양

• 보트 타기, 낚시, 카약 및 카누 타기에 적합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

LA ROCHE 소개
La Roche College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국제 교류 및 뛰어난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는 La Roche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 2013년도 최고의 25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
• 2010년도 국제고등교육 혁신 부문에서 폴 사이먼 상원의원 스포트라이트 상 수상
• U.S. News & World Report가 2014년도 지역 최고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

입학 지원 시 필요한 사항
• ESL 프로그램 입학지원서

• Princeton Review가 2005–2013년도 기간 동안 최고의 북동부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
• 2012–2013년도 기간 동안 College of Distinction 중 한 곳으로 선정

• 재정능력 증명서
• 원서 처리 수수료 U$50.00
• 고등학교 성적표 또는 졸업장 공증사본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International Admissions & Student Services
9000 Babcock Boulevard
Pittsburgh, PA 15237
esl@laroche.edu | 412-536-1279

4850.GLOBALE.8/13.GK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프로그램
입학 지원서

1.

12. 연도: 20

성

  

  

13. q 가을(8월) q 봄(1월) q 여름(5월–7월)
14. ESL 수강 동기:

2. 이름

q 학업(대학 수준) 대비
q 회화 능력 및 기초 언어 능력 배양
q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3. 생년월일:

-

	       

월

일

15. 예정 거주 형태:

년

q 교내 거주처 q 학교 외부 거주처
   

   

   

4. 성별: q 남 q 여

La Roche UNIV.는 가족을 위한 거주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양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학교 외부
거주처를 구해야 합니다.

5. 사회보장번호(해당 시 기재)
-

-

16. 현재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해당 비자 종류에
표시하세요: q F-1 q F-2 q J-1 q J-2 q 기타

6. 자택 전화번호:
국가번호

-

17. La Roche Univ. 편입 지원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소지하고 있는 I-20 양식(F 비자 학생) 또는 DS-2019(J 비자
학생)의 사본을 제출하세요.

-

지역번호

7. 이메일 주소

•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1. 작성 완료한 지원서

8. 자택/본국 주소:

2. 여권 사본
3.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표시된 고등학교 성적표
STREET

        

NUMBER

4. 국제학생 동의서
5. 재정 보증서
STATE

                                  

CITY

6. 공증 은행잔고증명서
7. La Roche College를 수신자로 지정한 지원수수료
U$50(환불 불가)

COUNTRY

             

POSTAL CODE



9. 현재 주소
(자택/본국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STREET

        

NUMBER

STATE

                                  

CITY

전화: (412) 536-1277 | (412) 536-1273
팩스: (412) 536-1188

             

POSTAL CODE

COUNTRY

이메일: esl@laroche.edu
웹 사이트: laroche.edu

10. 국적

11. 출생국
5388.GLOBALE.2/14.G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