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A 
집중영어과정
UCA의 집중영어과정은 학생들이 영어생활권에서의 일상생활과 
정규과목 수업 이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시키며, 또한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영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향상시켜 미국의 대학
(college or university)으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
기 원하는 외국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UCA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언어 활용 능력과 관
련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받았거나 본인이 더 공부
하기를 희망하는 외국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개인적인 또는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언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외국 학생들이나 지
역 주민들(community residents).

• 특성화된 언어 활용 능력과 문화적인 체험과 활동 
등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단체들.

아름다운 미국 캠퍼스 환경에서의 고품격 언어 능력 향상 훈련

봄학기:
2020년 1월 9일~2월 28일

2020년 3월 2일~5월 1일
 2019-2020 

프로그램 날짜

여름학기:

2019년 6월 3일~8월 9일

합계
타 지역 학생 등록금 장학금 

$1,475.00        $5,382.00                     
       $0.00         $4,031.00 
   $100.00            $250.00 
   $220.00            $550.00
$1,050.00         $3,870.00
   $150.00            $600.00

UCA 캠퍼스에서 외국 학생들이 생활할 때 예상되는 비용

아칸소주 거주 학생 등록금과 수수료 
타 지역 학생 등록금
유학생 관리비
건강보험료($125/1달)
기숙사비와 식사비(방 공동사용) 
책값(교재비)

  $2,995.00      $14,683.00
         $0.00        $4,070.00  

총 학기 비용

Summer 2019    Fall 2019    Spring 2020

* 기숙사와 식사 관련 비용은 평균 비용이며 학생들의 이용 방법이나 기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IEP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5,382.00
$4,031.00       
   $250.00                   
   $550.00
$3,870.00
   $600.00

$14,683.00     
$4,070.00 

    $2,995.00    $10,613.00 $10,613.00

     여름 2019           가을 2019            봄 2020
        9학점                 18학점                18학점

가을학기:
2019년 8월 22일~10월 11일

2019년 10월 14일~12월 13일



왜 UCA 집중과정을 선택하는가?
1992년부터 IEP는 제2외국어 분야에서 최신의 교육방법을 활용한 유능한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에게 효과적
인 훈련 방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EP 프로그램에 대하여
• IEP는 기초반에서 고급반까지 6단계로 되어있습니다. 
• 교육 기간은 가을학기와 봄학기는 8주, 여름학기는 5주입니다. 
•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통해 각 단계에 수준별로 

배정됩니다.
•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문법, 작문, 읽기, 듣기/말하기 그리고 어휘 등을 공부합

니다.
• 학부 수업을 위한 IEP를 수료하기 위해 TOEFL 점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든 IEP 교수진은 외국 학생들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와 전문성을 갖

추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수업활동, 회화파트너 그리고 교내 외 학교 행사 등을 통해 다른 외국 

학생들이나 미국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Intensive English Program
201 Donaghey Ave. Torreyson West, Room 316
Conway, Arkansas 72035, USA
Telephone: +1-501-852-7412

Learn more at:
www.uca.edu/iep
Email: ieprogram@uca.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