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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global@corban.edu 에서 지원서 요청

• 지원서 제출

• 성적 증명서 제출

• 재정적 책임 증명서 제출

• 학생 비자 취득

PATHWAY 프로그램 혜택:
• 원어민 교사의 집중 영어 코스

• 1:1 영어 과외

• 해변, 산 또는 도시로의 문화 여행

• 학기당 650+시간의 영어 수업

• Corban 대학교  캠퍼스에서 미국인 
또는 외국인 룸메이트와의 생활

• Corban 대학교 예배, 부흥회 및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  성장

• 온라인 학습자료 활용

MAKE A DIFFERENCE

“저에게 코반대학교는 학업 
성취 및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 Pathway 학생



“[Pathway] 는 목표 달성을 도와줍니다. 
코반대학교에서 처음에는 미국인과 대화를 할수 
없었고 영어로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로 쉽게 대화를 나눌수 있습니다.”

- Pathway 학생

오레곤 중심부에서 영어 학습:
• 수많은 국제 학생들은 미국 대학 

체계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예수님를 위해 영향력을 주고 싶은 국제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동참하십시오.

•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인텐시브(집중) 영어 언어 프로그램
(IELP) 라는 Pathway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직장 및 세계에서 의미 있는 언어, 
문화적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Corban 대학교에서 거주 하고 
공부하면서 미국인 학생 및 국제 학생 
친구들을 만드세요.

CORBAN 대학교:
• 서부에 위치한 학교 중 상위 3 위 기록  

(U.S. News & World Report, 2016)

• 교수 대 학생 비율  15:1

• 50 개 이상의 학부 전공

• 21 개 이상의 학생 클럽

학습 결과:
졸업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하고 체계적인 에세이 작성

• 읽기 능력 향상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대화와 표현 능력 향상, 읽기 및 
쓰기에서 문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십시오:
• 도착하여 기관 토플 (ITP) 테스트 치기

• 5 개 레벨의 인텐시브(집중) 영어 언어  
트레이닝에 참여

•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업들을 듣기

여러분의 학위를 시작하십시오:
• 학부 공부를 시작하기에 필요한 영어 

트레이닝 받기

• 고급 레벨 Pathway 수업을 위해 
Corban 대학교 학부 학점 취득

• Corban 대학교  학부학위 취득을 
가능케하는 학점 연계

모든 수준의 수업제공:
저희는 모든 레벨에서 인텐시브 영어 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1: 토플: 310 에서 350

• A2: 토플: 350 에서 400

• B1: 토플: 400 에서 450

• B2: 토플: 450 에서 500

• C1: 토플: 500 에서 510

• C2: 토플: 510 에서 520

샘플 과정 스케줄:
대학 과정 교재 읽기
에세이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문법
기독교 신앙 도입
신체 단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