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캘리포니아에서 받는
특별한 교육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캘리포니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데이비스는 전 세계 유학생들이 학습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며 평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곳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진보되어 있으며 환경 의식이 강한 창조적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미국의 자전거 수도”인 데이비스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방문객을 환영하는 지역사회입니다.
데이비스는 미국 최고의 공공 연구 대학 중 한 곳이자 세계 유수의 공립대학들 중 한
곳인 UC(University of California) 데이비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UC 데이비스는
미국 대학 중에서 사회 공헌도에 있어 8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 비 지출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매년 36,000명 이상의 학생 들은 이곳 종합대학에서
생물학, 농학, 의학, 법학, 경영학 및 기타 첨단 분야 를 전공으로 수학하고 있습니다.
IEPP(International English and Professional Programs)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데 열의를 갖게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도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친근한 강사와 교직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교의
학생들은 영어 사용에서 보다 유창하고 효과적인 전달자가 되어가면서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인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 넓히게 될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UC계열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UC Davis
로 말하자면, 많은 국제학생을 보유하고 있어
그들은 외국인 교환학생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선생님들과 스탭들은 정말 친절하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이스하고 교육수준 역시 높습니다. (
교육수준이 높다는 말을 데이비스에 오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고, 꼭
이곳에와서 좋은 경험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June Sung Park, Intensive English
Program student, Gwangju

자세한 정보
영어로 된 저희 프로그램의 안내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메일: intlinfo@ucdavis.edu
전화: +1 (530) 757-8686
팩스: +1 (530) 752-8265
cie.ucdavis.edu/english-programs

코스 소개는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제 영어 및 전문가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을 제공합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10주 과정으로 연중 제공되는 이 코스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집중 영어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최고 8단계의 숙련도로 220 시간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진학, 전문가 또는
사회적인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코스입니다. 핵심 클래스로는 문법, 작문,
독해, 어휘, 듣기 및 말하기, 비판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 코스로는 다른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TOEFL 준비, 일상적인 표현 및 관용어,
프리젠테이션 기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발음
및 아카데믹 리스닝이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와
커뮤니티 서비스 조직에 참가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intensive-english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프로그램
매일 4시간씩 4주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습 경험을 쌓고자 하는 참가자들에게
좋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어휘 향상, 듣기, 발음, 자연스런 표현 및 관용어,
미국 관습을 중점으로 미국 문화와 매끄러운 대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클래스로는 미국 사회 및 문화, 듣기 및 발음,
일상적인 표현 및 관용어, 이문화간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수업외
시간에서
미국인 회화 파트너를 두고 영어를 연습하고 편안한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연습할
일상적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communication-and-culture

과학 및 기술 영어 프로그램
이 집중적인 4주 코스는 전문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구두
발표, 인터뷰, 연구 기술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4주간의 본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관한 지식을 확대하고비즈니스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전문 분야의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높이고 싶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알맞습니다. 사례 연구, 현장 방문 및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현안을 인식하고
대기업의 혁신 방법을 배우며 국제적업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business-english

또한 본교는 여러 분야의 학습을 위해 많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 교육자를 위한 프로그램
UC 데이비스에서는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교육 개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전 세계
교육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교의
프로그램은 특출한 지도자와 교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교의 우수한 자료와 지역
학교들과 정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본교의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수(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이집트, 일본,
대만 등지의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고, Fulbright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교의 TEFL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교수 방법과 현대적인 모범 수업에 관한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직업적으로 긍정적인 체험을 하고 교실 수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global-educators

맞춤 프로그램
IEPP는 전 세계 대학과 조직에게 우수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선학업
교육(Fulbright 및 Humphrey 장학금 제도),
의료전문가 영어, 비즈니스 프로그램, 영어 및 정보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그룹의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해주십시오. 저희는 또한 혁신적이고,
영감을 불어넣으며 교육 개혁을 이끄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교육자를 위한 4주 ~ 6
개월 프로그램은 칠레,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custom-programs

법률 전문가 영어
이 2주 프로그램은 세계 법률 전문가와 법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소개 또는 검토하면서
법률 및 비즈니스 주제에 대한 어휘, 독해, 작문,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합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intllaw.ucdavis.edu/english-for-legalprofessionals

영어로 안내된 본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담긴
브 로셔를 다운로드하려면
cie.ucdavis.edu/english-programs

INTERNATIONAL
ENGLISH AND
PROFESSIONAL
PROGRAMS
+1 (530) 757-8686
intlinfo@ucdavis.edu
cie.ucdavis.edu/english-programs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연구실과
첨단 회사들을 방문하여 연구 핵심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요즘 부상하고 있는 기술 관련 사업의
문제와 관심사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것입니다.
날짜, 비용 및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cie.ucdavis.edu/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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