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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네브라스카 대학교-링컨 분교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일류 종합 

연구대학교로, Big 10 연합대학 단체의 일원입니다. 이 

종합대학은 9개의 단과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고 150개의 

전공학과 와 126개의 부전공학 과목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교 재학생들은 다양한 

학과 프로 그램과 교과 과정이외의 활동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은 최첨단의 학습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1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과 학자들을 위하여 틀별히 

고안한 조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City of Lincoln 

약 2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링컨은 활기찬 대학 도시로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항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링컨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며, 고품격의 생활과 저렴한 

생활비를 자랑하는 도시 입니다.  링컨은 광범위한 공원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도보/자전거 트레일과 더불어 

흥미로운 아트 전시물들도 즐길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와 첨단기술 회사들과 함께 

번창하는 도시로 새로운 일자리와 인턴쉽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사람들은 주도인 링컨을  

자랑스러워 하며, 세계 각지에서 오는 국제 방문객들이 

링컨과 네브라스카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누릴 

수있도록 이 곳으로 환영합니다. 

  

 
 
 
 

영어 프로그램

 

 

Contact Us: 

Address 

Programs in ESL 

514 Nebraska Hall 

901 N 17th Street 

Lincoln, NE 68588-0507 

Phone: (402) 472-1884 

Email: esl2@unl.edu 

Online: piesl.unl.edu 

Estimated Costs  
for one semester (15 weeks) 

 
IEP Tuition & Fees: $6,077 
CEAP Tuition & Fees: $11,066 

 
Detailed Information about tuition,   fees 

insurance and housing options is available at 

 piesl.unl.edu 
 

mailto:esl2@unl.edu


Programs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네브라스카 교내에 위치한 어학 

프로그램 (PIESL)은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교육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전문 교수진이 소수 

학생반에서 철저하고 독창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과 방문 

교수진이 일상 회화, 학문 

언어능력뿐아니라 전문적인 언어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에 알맞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학 

프로그램은 어학 강화 프로그햄 (IEP)과 

아카데믹 학과 교육과정 (CEAP)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Intensive English Program 

어학 강화 프로그램은  일상회화 나 학과 

공부/직업을 위한 영어를 향상 시키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능력뿐 아니라 문화 지식을 학습하므로 일상 

활동과 학과 공부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사항: 

 기초반 부터 고급반까지 5단계 과정 

 주 23시간 수업 

 말하기, 듣기, 쓰기와 문법 교육 과정 

 전공관련 교과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강좌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한 교육기회 

 문화 행사 및 활동들 

 대학 부대시설과 조력 서비스 이용가능 

 

Credit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조건부 학부 입학 허가를 받은 고급단계의 어학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정식 입학시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강화 프로그램 (IEP Program) 을 이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토플 

(TOEFL) 또는 아이엘츠 (IELTS) 점수를 제출 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혜 

 이 과정에서 이수하는 학점은 제 2 외국어 강좌로 

취급되며 졸업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영어 수업 이외에 학점이수 가능한 대학교 정규 과목 한 

강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 가능한 세미나 강좌  (대학 부대시설과 교내 

이용가능한 서비스및 학교 규칙등을 교육)를 수강합니다. 

 교내 지도자 (advisor)로 부터 개인적인 보조를 받을 

수있으며 학과내의 성공 코치 (success coach)들에게서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지도 받을 수있습니다. 

 문화 행사나 교내활동 참여 가능합니다.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어학 프로그램은 연중내내 전세계에 있는 파트너 대학, 

고등학교및 각종기관들을 위해 다수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관리합니다. 교과 과정과 프로그램 

기간은 각 그룹의 요구에 알맞게 디자인 되어집니다. 

 

맞춤형 프로그햄 선택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학과 공부 집중 영어 준비 과정 

 미국내 언어와 문화 

 비 모국어자를 위한 리더쉽 교육 

 특수 용도를 위한 어학 프로그램: 비지니스, 농업, 

법률  

 서비스 활동을 통한 언어 교육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시험 준비과정 (TOEFL, IELTS, TOEIC) 

 영어를 제 2 외국어나 외국어로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