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izona 대학교 Center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ESL)에서 제공하는 집중 영어 

프로그램(Intensive English Program (IEP)) 

본 문서에는 CESL 에서 IEP 프로그램 등록을 고려하는 모든 제 2 외국어 영어(ESL)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교육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http://www.cesl.arizona.edu/iep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CESL 가 실시하는 IEP 프로그램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초급부터 고급 

구사력까지 7 개 레벨로 나뉘어 있으며 (10 부터 70 까지) IEP 프로그램 주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두 의사소통 (MTWRF)  

 서면 의사소통 (MTWRF) 

 독해력 (MTWR) 

 문법 (MTWR) 

 학습 능력 (고급 레벨에만 해당 - MTWR) 

매 과목마다 영어의 다양한 영역에 중점을 두어 ESL 학생이 언어의 모든 영역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줍니다. IEP 학급은 매우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영어를 최대한 많이 연습할 수 있게 해 주는 수업 중 활동들로 수업을 구성합니다.  

레벨 배정  

CESL 신입생들은 레벨 배정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치르는 본 시험은 문법, 

독해, 듣기의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쓰기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치르거나 음성을 

녹음해서 언어 구사력 측정 샘플로 이용합니다. 배정 시험 5 개 부분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IEP 7 개 레벨 중 하나에 배정됩니다. 신입생 중 프로그램 레벨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IEP 학급은 오전 8:00 에서 오후 6:00 중 어느 시간대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규 학생들은 

하루에 대개 3 내지 5 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http://www.cesl.arizona.edu/iep


IEP 수강 시 출석  

CESL 제공 IEP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은 철저한 출석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모든 수업에 출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강을 너무 많이 한 학생들은 CESL 등록이 

취소됩니다.  

학급 규모  

대부분의 학급은 15 내지 18 명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세션에 따라 IEP 내 학생들이 300 에서 

500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CESL 영어 추천  

CESL 에서 공부한 뒤 Arizona 대학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영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이나 IELTS 시험 중 하나를 치르고 또 Arizona 대학 입학 요건으로 

정해진 상응 점수 중 하나를 받음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운 

학생들, 또는 그 중 하나의 시험을 치렀지만 근소한 차이로 점수가 미달되는 학생들은 CESL 에서 

추천을 받아 영어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천은 고급 레벨 정규 IEP 학생 중 8 주 

세션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