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E 랭귀지스쿨 과 함께 Montana 주립 대학에서 공부하세요 

특별 체험

    최고 로케이션: 보즈만, 몬테나

• 인테네셔날 학생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친절한 학교

• 여름철 스포츠: 하이킹, 바이킹, 리버  래프팅, 말타기       

겨울철 스포츠: 스키, 스노보딩 및 스케이팅

• 커피샵, 각종 식당, 아트갤러리 및 콘서트, 로데오 관람

• 무료 시티 버스

• 옐로스톤 국립공원 방문 및 몬테나 관광지 경험

ACE에서 영어를 공부하세요

공식 승인기관인 ACE의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을 통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늘리
세요. 12명의 소수 정예로 최고의 강사진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서 영어를 최대한 활용하세
요.  

교내 이벤트

각종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연극, 영화, 

유명인사의 특별 강의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TOEFL 이나  IELTS 가 
필요없습니다*

MSU 에 조건부 입학을 신청하세요. 랭귀지 과정을 
마치신후 곧바로 TOEFL, IELTS나 PTE점수 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부만 가능

캠퍼스 라이프

편안한 생활.  강

의실, 식당 및 각

종 MSU 캠퍼스 

시설이 기숙사 근

처에 위치  

운동

피트니스 센타에서 

라켓볼, 축구, 농구, 

수영, 요가, 마셜아트 

클래스 및 각종 피트

니스 프로그램 제공

미래 설계

캠퍼스내에서 일을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MSU 캠퍼스 활동

원어민과의 만남

180개 교내 써클에서 

원어민 학생 및 인터

내셔날 학생들과 클래

스 안에서나 기숙사에

서 각종 체험을 경험.

자, 지금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합시다!

at Montana State University

야외 활동

레크리에이션 

센타에서 각종 야외 

활동 장비 제공 및 

어드밴처 여행 알선



세션                 날짜                            접수 마감일
2015년 여름 2 6월25일 - 8월7일        5월 25일
2015년 가을 1   8월20일 - 10월14일    7월 20일
2015년 가을 2  10월15일 - 12월11일        9월 15일
2016년 봄 1 1월11일 - 3월4일        12월 11일
2016년 봄 2 3월7일 - 5월6일 2월 7일
2016년 여름 2   5월12일 - 6월24일        4월 12일

2015 - 2016년 세션 스케줄

기초 레벨    초급반                      

각 레벨은 7.5주 =

 ½ 학기 

레벨 1 상위 초급반                

레벨 2 기초 중급반

레벨 3 중급반

레벨 4 상위 중급반     

레벨 5 기초 고급반

레벨 6 고급 반
15주 = 1학기

졸업후 스터디         대학 준비반       

ACE 레벨

프로그램

150개 학부 과정

54개 대학원 과정

27개 박사학위과정

Bridger Bowl 스키 리조트

기숙사

다운타운

“M” 트레일

MSU 캠퍼스
써비스

공항 픽업, 오리엔테이션, 

어드바이징 및 메디칼 센타

커리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커

리어 및 인턴쉽 써비스

풀타임 학비 (7.5주, 주당 18 -21 시간)       $2,700
의료 보험                                            $225
학생회비/캠퍼스 시설 이용비 $290
조건부 입학 학생들 ACE 레벨 테스트         $60
I-20 익스프레스 운송비                           $65
하우징 알선비 (한번만 지불)                     $200
ACE 원서비                                           $100
공항 픽업                                             Free
TOEFL 테스트 (신청시)                              $60
싱글/더블 룸 (주당 15-21식사)                 $1800-2500

MSU에 조건부 입학
International Representative
sreisch@montana.edu 
www.montana.edu
Tel:  +1.406.994.4031

ACE 에 바로 신청하기 
A.C.E. Language Institute 
Enrollment Services
enroll@cultural.org
www.cultural.org/esl
Tel:  +1.206.217.9644
Fax: +1.206.217.9643

신청하기 

학비 및 비용 (1 쎄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