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lmington의 장점
• 16만 시민의 아름다운 역사적인 도시로
• 유명한 Cape Fear 강이 흐르고,
• 많은 아름다운 해변들과 가까우며,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져 활동이 탁월하며,
•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 고속도로와 공항이 갖춰진 곳으로
• 뉴욕 시티와 플로리다 올란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지도 참고)

UNCW의 장점
• ESL학생으로서, 당신은 UNCW의 활발한 캠퍼스의 일원이 됩니다.
• 16개 캠퍼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ystem 중의 하나로
• 학습 수준이 높으며
• 우수한 교육으로
•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대학입니다.
•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호의적이고, 편안한 환경과
•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아름다운 대서양 바닷가로부터 약 8킬로미터
• 역사적인 윌밍턴 시내로 부터 약 8킬로미터떨어져 있습니다.

ESL프로그램의 특징
• 개별적인 배려가 제공되는 small class(한 반에 적은 학생 수)
• 수준이 높고, 경험 많은, 다정한 선생님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교육과 연습(practice)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인 기술이 강조됩니다. 
• 일주일에 25시간 교육
•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4일 수업. 일주일에 하루는 소풍과 활동들로 정해져서 학생들이 미국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이끄는 소그룹 토론(small group discussions)과 구두발표(oral presentations)
• 모든 UNCW 시설 이용
• 미국인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American conversation partner program)
• 호스프 패밀리 프로그램(host family program) - 홈스태이가 아닌 우정 프로그램 입니다.(a friendship program, 

not home stay)
• 학기 방학(봄, 가을방학)동안의 신나는 소풍(exciting longer excursion)
• 기관 TOEFL과 TOEIC테스트 가능
• ESL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새로운 언어학습실(new language laboratory)

주거와 식사(housing and meal)
•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 주거와 식사가 가능합니다.
• 현대적이고, 넓으며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는 레지던스 홀
• 미국인 룸메이트 가능
• 선택권이 많은 매력적인 식사시설

ESL 프로그램 입학
• ESL프로그램 지원자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마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과거 영어 학습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보내야 합니다. 
• Application form을 완성하고,
• $100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환불 불가 지원비용)를 미국 개인 수표나 money order로 만듭니다(수취인 

UNCW). (신용카드로도 지원비 납부가 가능하니, 따로 문의 바랍니다.)
• 은행에서 검증된 영문은행잔고 증명(학업이 가능한지)과 본인이나 학부모의 통장이 아닌 경우 스폰서의 

영문편지(지원자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 http://www.uncw.edu/international/esl/hom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