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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 ELI는 15주 과정(학기 당)이며 기초반에서 고급반에 이르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연중(가을, 겨울, 봄/여름 학기) 계속됩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 학부 과정과의 통합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험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서 대학 입학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1주 당 약 2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고급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Roberts Wesleyan College 학부 과정의 조건부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 매 학기 과정 수료 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학부 과정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함께 머물며 Roberts Wesleyan College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  Roberts ELI 과정은 오리엔테이션, 배치 시험, 미국 교육제도의 이해, 필요 시 과외 지도, 지역 명소 여행,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등의 차별화된 운영으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과정입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 소개

뉴욕 로체스터

ENGLISH LANGUAGE 
INSTITUTE
Roberts Wesleyan College

학교 소개
Roberts Wesleyan College는 1866년도에 설립되어 
기독교의 세계관을 대학 교육에 통합,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문 과학 중심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뉴욕 주의 로체스터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외 
캠퍼스의 총 면적은 188 에이커 규모입니다. 현재 
등록된 학생 수는 1,800명 정도이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14:1입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는 50
개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정은 물론, 6개의 전문교육 과정인 회계 및 
경영, 아트 및 디자인, 음악, 간호, 교사, 사회기관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Institute 지원 절차

•  English Language Institute(ELI)에 지원하여 영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지원서 양식은 www.roberts.edu/ELI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학부 과정 지원자 중에서 영어 능력이 입학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먼저 ELI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부 과정 지원자 중에서 영어 능력이 입학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ELI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의 성적을 유지하면 Roberts 
Wesleyan College 학부 과정의 조건부 입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학부 
과정 진학 시에는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oberts Wesleyan College와 English Language Institute 
는 어떻게 다른가?

•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클래스 및 개인별 지도

•  경험이 풍부하고 저명한 교수진

•  언어 및 학업을 지도하는 개인별 튜터

•  Roberts Wesleyan College 교내 시설, 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미국 문화와 로체스터 지역에 익숙해 질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캠퍼스 행사 운영

•  지역 명소 방문

•  교내 기숙사 거주

•  ELI 과정 수료 후 Roberts Wesleyan College 정규 학부 과정 입학

•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완벽한 준비

•  특별 그룹 프로그램 운영

Julie Rushik
 
Director, English Languag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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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수상 경력 
•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 2013년도 지역별 

우수 대학교(북동부 지역)

•  프린스턴 리뷰 2013년도 북동부 지역 우수 교
육기관

•  2012-2013 우수 대학교, 우수 기독교 대학교 
및 우수 NYS 대학교 

자세한 정보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