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뉴잉글랜드의 공과대학
새로운 ESL 브리지 프로그램 발표
뉴잉글랜드 공과대학(NEIT)의 새로운 ESL 브리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50개 이상의 준학사, 학사 및 석
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어 능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
다.
ESL 브리지 프로그램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레벨 I

2017년 3월

TOEFL 63-65

IELTS 5.0

레벨 I & II

2017년 7월

TOEFL 66-71

IELTS 5.5

레벨 I, II & III

2017년 10월

TOEFL 72-77

IELTS 6.0

ESL 브리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NEIT 정규 학생과 동일한 대우**



주당 16시간의 수업 시간



주당 추가 32시간의 어학능력 개발 시간



유학생 및 비영어권 국가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



ESL 외에 수학, 영어, 과학 등 한 개의 일반 교육 과정 이수

프로그램 비용: 10주 한 학기 동안 $3,700
NEIT는 어떤 배경의 학생이든 환영합니다. ESL 브리지 프로그램 개설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학 중입니다.
있습니다.

본 대학에는 30개 이상의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저희 입학처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온라인 신청은 https://www.neit.edu/Apply 또는

http://www.neit.edu/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유학생의 경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은 등록금, 교과목 개설, 학습 프로그램, 입학, 등록 및 졸업 요건, 학사 일정, 규칙 등의 공표된 정보를 예고 없이 변경하고

학생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문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서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EIT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장애 또는 나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Copyright©2016 by New England Institute of Technology. 모든 권리 보유.

저렴한 미국 교육: NEIT의 등록금은 준학사 및 학사 프로그램의 경우 로드아일랜드 주의 모든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캠퍼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저렴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첫 번째 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숙소 및 교통: 2016년에 개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캠퍼스 밖 숙소는 물론 캠퍼스 간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EIT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교통편을 지원합니다.
캠퍼스 위치:

뉴잉글랜드 공과대학(NEIT)
이스트 그리니치 캠퍼스
One New England Tech Boulevard
East Greenwich, Rhode Island 02818
전화: 401-467-7744
수신자 부담: 800-736-7744
www.neit.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