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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대학교
Augustana University는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가장 
크고 도시권역 인구가 25만 명에 이르는 수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폴스는 수년째 연속으로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와 커리어를 위한 최고의 소도시”
이자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올랐으며, 이는 저렴한 
생활비, 높은 삶의 질, 뛰어난 취업 및 인턴십 기회, 
낮은 범죄율과 친근한 주민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Augustana University는 1,8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입학 전형이 까다로운 사립 대학교입니다. 1860년에 
설립된 Augustana는 155년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온 역사를 자랑합니다. 50여 개 
전공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제공하고 대학원 과정 
또한 성장 중인 Augustana는 U.S. News and World 
Report와 Princeton Review에서 미국 중서부 최고 
학교(Best in the Midwest United States)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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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Language Centers 
Augustana University

Humanities Center
2001 South Summit Avenue

Sioux Falls, South Dakota 57197
전화: 1.605.274.5885  ▶  팩스: TBD

홈페이지: ELS.edu/SiouxFalls
이메일: SIO@ELS.edu

학부 과정:
▶ 미술/순수 미술

▶ 생물 과학 및 의생명 과학

▶ 비즈니스

▶ 컴퓨터학

▶ 경제학

▶ 복수 학위 3 + 2 공학(다음 제휴 기관과 함께):
 • Columbia University–뉴욕

 • Washington University–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주
 •  University of Minnesota–트윈시티즈, 미네소타 주  

이 외 다수…

SOUTH DAKOTA

Sioux Falls

UniversityGuideOnline.org/Augie
*조건부 입학 허가서(CLA) 제공–변경될 수 있음

2016년 
9월 12일 

오픈!

ELS.EDU/ 
SIOUXFALLS

STUDY ENGLISH • EXPLORE • SUCCEED 



저희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ELS.edu/Programs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습
Augustana University 캠퍼스에서 ELS Language Centers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세요! 
ELS Language Centers는 50년 이상 동안 영어 교육을 통해 학생이 대학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ELS/Sioux Falls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TUDY ENGLISH • EXPLORE • SUCCEED 

경험: 1961년 이래 ELS Language Centers는 17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 120만여 명의 국제 학생들이 
영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위치: ELS/Sioux Falls는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스의 
Augustana University 캠퍼스에 위치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수폴스는 일대의 비즈니스, 
의료, 쇼핑,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의 중심지로 
Augustana는 수폴스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은 
조금만 걸어도 식당, 식료품점, 여가문화 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캠퍼스 인근의 광범위한 
자전거 도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수폴스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소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숙박: ELS 학생은 2인실(공용)을 갖춘 캠퍼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캠퍼스와 가까운 미국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ELS 학생들은 도서관, 레크레이션 시설, 
컴퓨터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현지 명소 방문이나 각종 센터 활동 등, 
ELS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 학업과 그 외 분야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어휘 및 문법 실력을 강도 높게 개발시키는 
프로그램

▶ 주당 30회 수업

▶ Augustana University를 포함한 650개 이상의 대학교 
및 칼리지의 입학에 필요한 영어 요건을 충족 

프로그램 세부 사항:
▶ 초급(Beginner)에서 마스터(Masters)까지 총  

12개의 레벨

▶ 월요일-금요일 수업

▶ 4주 단위 세션, 각 세션은 ELS의 1개 레벨에 해당

▶ 연간 13회 시작일 혜택
Augustana University에서는 ELS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ELS 레벨 112(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수료를 영어 입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선별된 학부 과정에 대해 자격이 갖춰진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부 입학 허용

선택

ELS INTERNATIONAL PATHWAYS®

Language
Cen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