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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PC인가요?
Presbyterian College는 미국 남동부의 우

수한 인문예술대학 중 하나로 1880년에 설

립되었습니다. 본교는 오직 1200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환영할 

것이고 여러분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름 단기학기를 들어야 하나요?
언어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 향상되지 않고, 

문화 안에서 향상됩니다. 본교의 4주 여름

집중프로그램은 대학 정규학기 이전에 먼

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회화와 미국에서

의 일상생활에 더욱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친밀하고 학생중심의 환경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지역을 방문할 것이고, 본교 교수진과 미국

현지 학생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또한 만들

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고 현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업능력

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프로그

램은 60시간의 강의와 방대한 양의 회화시

간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훌

륭한 학업연구방법을 배우고 뛰어난 교수

진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미국남부 탐색
본교는 미국 남부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남부특유의 환대의 문화

와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학

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

로 이 독특한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배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수업 내 과제와 프로젝트활동

• 문학, 영화, 음악에 관련된 토의

• 현지 견학활동

• 여러 종류의 특별한 강의들

현지 견학
매주마다 있는 여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은 현지지역의 견학을 제공합니다. 과거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사우스캐롤

라이나주의 그린빌, 찰스턴, 조지아주의 애

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산 속에 있는 

애쉬빌 등을 방문했습니다. 본교는 1880년

에 설립되어 미국남동부의 가장 상위권의 

인문예술대학 중 하나입니다. 오직 1200명

의 학생들로 이루어져있고, 여러분을 매우 

환영할 것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클린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곳은 주

요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에서 한 시간 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기숙환경
프로그램 참가학생들은 세탁시설이 마련

된 캠퍼스 안의 기숙사에 거주하게 될 것입

니다. 본교 국제처는 학생들의 식사와, 쇼

핑 그리고 다른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으로는, 학생들은 반드시 현재 대

학기관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 SI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다음 정규학기에 본교에 등록할 계획이 있

는 학생들은 다음정규학기에 들어야 하는 

필수 언어수업을 먼저 본 여름프로그램에

서 수강하고, 정규학기에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 일자와 지원마감기한

• 4주 영어 집중프로그램 일자:  

7월에서 8월 중

• 본 프로그램의 지원 마감기한: 5

월 15일

프로그램 비용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비용은  

$2500(US달러)입니다. 본 비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4주 강의

• 기숙사와 식사 

• 모든 활동과 견학비용

• 공항 픽업 서비스

• 도서관과 컴퓨터 사용

• 캠퍼스 헬스장과 잔디구장,  

세탁시설 사용 

미국 남동부의 중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두 주요 

도시 사이에 위치한 29만평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

진 Presbyterian College (PC)는 독특한 문화 경험

을 제공합니다. 여름 집중프로그램(Summer Immersion 

Program) 은 국제학생들로 하여금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www.presby.edu/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