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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에서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최고의 학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은 USC의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통과 포괄적인 지식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 능력과 
경험은 학업 및 커리어의 발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견고한 자원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소개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학업 상담 및 컨설팅, 출입국 업무 등 

전담팀의 포괄적인 지원 제공
	• 모든 USC 캠퍼스 시설 이용 가능: 도서관, 

컴퓨터실, 보건센터, 헬스장, 수영장, 
카페와 레스토랑 등

	•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 부여

 • USC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수준 높은 
영어수업

	•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춘 집중 선택 과목 
수강 및  영어 회화 그룹

	• 캠퍼스내 파트타임 고용 기회

인터네셔널 아카데미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로스앤젤레스의 명소에서 열리는 엑티비티에 매주 
참가할 수 있습니다로스앤젤레스를 학급 친구들과 
탐방합니다： 

•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	산타모니카 해변 및 부두 

•	로스앤젤레스 자동차 전시회 

•	 	LA 라이브 

•	 	LA 다저스(Dodgers) 야구 경기 관람 

•	더 브로드 뮤지엄(The Broad Museum) 

•	패션 인스티튜드 뮤지엄(Fashion Institute  

  Museum, FIDM) 

•	강의 및 강연
•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LACMA) • 실리콘 비치
		(Silicon Beach)

•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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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USC 대학원 평가 순위

1위 Annenberg 언론정보대학（QS 세계 대학 순위）

1위 Leonard Davis노령과학원

1위 Division 직업 과학 및 직업 물리 치료 대학

1위 알프레드 만 약학대학

2위 Marshall  경영대학（NICHE 순위）

2위 Roski 예술디자인대학（NICHE 순위）

3위 솔 프라이스	행정대학(US News& World Report	순위)

6위 Rossier교육 대학

6위 건축대학（NICHE 순위）

14위 Viterbi 공과대학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캠퍼스에서 학업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의 기회를 갖습니다. 
연중 6회 개강일 중 편리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레벨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목표에 맞게 초•중•
상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혜택
 • USC 캠퍼스에서 전문 우수 강사진이 진행하는 소규모 
상호 소통 수업

	•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한 속성 집중 과정

	• 주당 20시간의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영어 회화 스터디 
및 개인 교습 지도

	• 미국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대학 입학 워크숍 제공
(다수의 USC 파트너 대학에서 TOEFL/IELTS 점수 대신 
USC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영어 레벨 인정)

 • TOEFL 또는 IELTS 시험 성적없이 진학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여 미국 대학 입학

Focus Courses(집중과정)

상호소통의 대화형 수업을 소규모로 구성하여,	 학생	
개인별로 관심을 주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하여		최대한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및 발음 수업으로 집중되어 있으			USC 교사가 지도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 과정(Focus 
Course)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utoring Center(개인교습 센터)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수업외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바로	Tutoring Center를 찾아가거나 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대학 학부 입학 지원
미국대학 진학/편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성공적인 미국	
유학을 위해 전문적 입학 상담,	시험 준비 과정 및 집중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SAT 준비 과정(선택 사항)
해외 유학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본	
아카데미의 레벨	5이상인 학생은 미국대학 진학 자격시험
(SAT) 준비 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별도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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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요

읽기 및 쓰기

초급
초급과정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배웁니다. 
간단한 문장 쓰기에서 시작하여 단락을 전개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 및 필요한 
문법 실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흥미있는 주제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접하면서 어휘력을 늘리고 독해력을 성취합니다.

중급
중급에서는 개인적인 글에서 시작, 좀 더 형식적인 작문 
스타일을 연마하여 3~5단락의 에세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읽기와 작문 과제를 통해 문법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또한, 뉴스와 출판물 등 광범위한 교재를 읽고 분석함으로써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향상합니다. 중상급을 마칠 무렵 
학생들은 비교대조, 인과관계, 설득력 있는 에세이 등 
전형적인 5단락 분량의 에세이를 쓰는 데 능숙하게 됩니다.

상급
상급반 학생은 고급영어를 숙달하며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됩니다. 대학 수업 기준 및 규범에 맞추어, 설득을 목표로 한 
예시글 및 학문적 자료의 비교·대조, 읽기 자료와 기사 및 
논쟁의 요약 등 여러 양식의 글을 연마합니다. 보다 분명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장문의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고급 표현과 
문법을 익히며 연구 능력도 향상합니다.

듣기와 말하기

초급
초급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도록 북돋아 줍니다. 역할 놀이, 그룹 활동, 발표 
및 말하기 과제와 같은 말하기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 듣기 및 말하기, 과정의 단계 설명하기, 방향 
설명하기 및 이해하기 등의 연습을 통해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합니다.

중급
중급 단계에서는 학업이나 직무 환경에 적절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대학 강의 및 프레젠테이션에서 주된 
아이디어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찾아내며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용 및 구성, 음성, 바디 랭귀지, 문법 등에 
주목하는 훈련과 원어민 인터뷰 및 발표를 통해 말하기 능력을 
향상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통합적으로 문법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영어 회화에 능통하게 됩니다.

상급
상급 과정의 학생들은 적절한 피드백과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및 
소통 장애를 분석·해소하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대학 
학업 및 비즈니스 영어 환경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논쟁적인 스피치 및 
프레젠테이션을 연구,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과목(FOCUS SKILLS COURSES)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아래의 집중과목을 선택합니다. 분기당 한 과목 선택 가능.

 • TOEFL iBT 준비
 • IELTS 준비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저널리즘
	• 발음

•	어휘
•	영화를 통한 영어
•	시사 영어
•	로스앤젤레스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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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간 및 비용
집중 영어 학기 과정(14주)

프로그램 비용: 6,200달러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950 달러
•	 2023년	2월	23일	-	2023년	6월	16일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8월	11일	
•	 2023년	8월	31일	–	2023년	12월	8일	
•	 2024년	1월	4일	–	2024년	4월	16일	
•	 2024년	2월	22일	–	2024년	6월	13일	

집중 영어 프로그램(7주)

프로그램 비용：：3,100 달러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475 달러
•	 2023년	4월	27일-2023년	6월	16일

•	 2023년	6월	26일-2023년	8월	11일

집중 영어 프로그램(21주)

프로그램 비용：：9,300 달러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1,535 달러
•	 2022년	10월	20일-2023년	4월	19일

*	약	3주간의 겨울방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비용
프로그램 비용: 등록금 및 학업 상담비 포함
대학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	수업교재 및 자료,	건강보험,	
캠퍼스 시설 이용(보건 센터,	헬스장,	도서관 등),	공항		도착	
픽업서비스 및 필요시 서류 우편서비스 비용이 포함됨.

프로그램 기간, 비용 및 지원 정보

*학비,	프로그램,	숙소,	대학	서비스비용	및	개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USC International Academ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노벨상 수상자 6명

우수 교수진 4,650명 이상

#4  학생참여도

지원 방법
1.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international.usc.edu/intensive-english-admissions

2. 증빙 서류를 제출 합니다.

•	 재정증명서(Financial statement)

•	 여권 사본
3. 지원비 175달러를 납부합니다.

입학 요강
	• 등록일 기준 만 17세 이상
 • F -1학생 비자 소지자(USC International Academy에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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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원

Conversation Group(소규모 회화 그룹)
매주,	방과 후 활동으로	USC	학생과 함께하는 소그룹 영어	
회화 그룹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USC		학생과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영어 회화 실력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는 미국 문화,	대학생활,	시사문제 및	
기타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USC와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의 도움으로	
영어로 듣고 말하는 실력과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넘어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Shelton Shi, Suzhou, Jiangsu

"인터내셔널 아카데미의 강도높은	
과정 덕분에 대학원 진학에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작문 및 독해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Jeffrey Chou, Taipei, Taiwan

LIBRARIES & COMPUTER LABS(도서관 및 컴퓨터 랩)
USC 도서관은 학생들이 학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첨단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서관과 컴퓨터 랩은 방대한 서적과 
전자 컬렉션을 갖추고 탁월한 서비스와 테크놀로지를 통해 학생 
개인 및 그룹 스터디를 지원합니다.

One-on-One Tutoring(1대 1 개인교습)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모든 학생들에게	1대	1	영어 교습과	
시험 고득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습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교사의 교습을 통해 학생들은 숙제나 기타 영어	
학습에 도움을 받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IELTS, TOEFL,	
GRE / GMAT와 같은 시험이나 에세이,	어휘,	이력서 작성	
등을 지도합니다.	

INTERSTRIDE (인터스트라이드)
인터스트라이드는 외국유학생들과 동문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탐색하고 구직경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적인 커리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취업비자를 후원하는 단체와의	
기회를 제공,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며,	리소스를 나누고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 이민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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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 파크 캠퍼스 지도(PARK CAMPUS)



USC International Academ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3415 South Figueroa Street
Los Angeles, California 90089-0875

Tel: +1 213 740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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