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세부 정보 

맨해튼 대학은 여러분의 외국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6 레벨의 영어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벨은 대학 입학 전 영어 수준에 맞게 2 개의 초급자, 2 개의 중급자, 

2 개의 고급자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맨해튼 대학의 학사 일정을 

따릅니다.   

수업은 학급당 12 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 시간 진행되며 다음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독해 

 대학 논술 

 듣기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일상 대화 및 수업을 위한 말하기 

미국에서의 생활, 미국 문화, 뉴욕 시 소개, 예술과 음악, 미국 공휴일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며, 구어체 영어와 발음을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각 레벨은 한 학기(15 주) 동안 진행되며, 레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IELP 레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영어 시험(TOEFL 또는 IELTS 시험)을 

추가로 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학 

https://manhattan.edu/academics/_unpublished/academic-calendar.php


IELP 를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영어 실력이 보장되기 때문에 맨해튼 대학의 영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정식 입학 허가서가 필요하며 아래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IELP 에 등록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성적표 영어 번역본 

 여권 페이지 

 IELP 신청서 

대학원: 

 NACES.org(예: wes.org, ece.org)에서 승인한 대행 기관에서 과정별 자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의 공식 성적표. 자격 평가가 공식 성적표를 대신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두 가지 모두 제출할 필요 없이 평가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선택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입학하려면 각 프로그램의 

입학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예: GRE, GMAT, 에세이, 추천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Manhattan College Intensive English Language Program 

Jeff Vanderwerf, Director 

O'Malley Library, Room 103 

4513 Manhattan College Parkway 

Riverdale, New York  10471 

전화: 718-862-7502 

이메일: ielp@manhattan.edu 

 

mailto:%20ielp@manhattan.edu


가격 및 일정 

IELP 프로그램 가격* 

수업료 숙소 및 식사 학생비** 

$4250.00 $7505.00 $960.00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기당 학생비 $960 에 포함된 내역: 오리엔테이션비 = $300, 학생 활동비 = $260, 

거주자 IT = $325, 의료 서비스비 = $75 

건강보험료 

F-1 학생은 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F-1 

학생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보험 회사의 정보/웹사이트를 F-1 비자 

소유자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F-1 학생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J-1 

학생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보장이 되는 의료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보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보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날짜 / 일정 

 

과정 

세션 

학업 

기간 

보증금 

마감일 

학업 날짜 



2017 년 가을 15 주 2017 년 7 월 15 일 2017 년 9 월 5 일 - 12 월 15 일 

2018 년 봄 15 주 2017 년 11 월 15 일 2018 년 1 월 22 일 - 5 월 4 일 

2018 년 여름 15 주 2018 년 2 월 14 일 2018 년 5 월 14 일 - 8 월 24 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IELP 과정 일정 

일반적으로 맨해튼의 IELP 는 매주 22 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수업은 오전 9 시 ~ 

오후 3 시 사이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숙소 

모든 IELP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거주할 것을 권장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캠퍼스 숙소에 배정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맨해튼 대학교 기숙사의 정확한 숙소비와 

식사비는 요금 및 비용에 나와 있습니다. 숙소와 식사는 숙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 및 비자 정보 

IELP 입학 정보 

영어 수준을 제외하고 모든 입학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 대학생은 IELP 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IELP 입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에게는 F-1 비자용 I-20 양식이 

제공됩니다.  IELP 를 수료한 후 영어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다른 입학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증빙 서류 및 I-20 



I-20 은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의 약어로, 미국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I-20 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고 학생 비자를 신청합니다. I-20 이 필요한 외국 학생:  

 현재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영어 프로그램에서 학생 비자(F-1)로 공부 중인 

경우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I-20 에 필요한 재정 증빙 서류: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F-1 학생 비자를 받을 학생은 재학 기간 중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대학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Certificate of Financial 

Responsibility(CFR)(아래의 “서류” 섹션을 참조. 공증을 받은 보증인의 보증서) 및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금액이 명시된, 보증인의 금융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서신/은행 잔고증명서 

 여권 신분 페이지 복사본 

 고등학교 또는 이전 대학교의 공식 성적표 

참고 사항: 

 모든 증비 서류의 공증서는 맨해튼 대학의 입학 예정일로부터 9 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발행되고 서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서는 입학 서류와 함께 배송됩니다.   

 재정 증빙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학생/보증인이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맨해튼 

대학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낼 경우 재정 증명 서류는 금융 기관에서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재정 증빙 서류에는 금융 기관의 이름이 서신 상단에 있어야 하며, 금액을 미국 

달러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직인 및/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전의 모든 I-20 과 I-20 이전 양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manhattan.edu/admissions/_pdfs/sample%20affidavit%20of%20support.pdf
https://manhattan.edu/admissions/_pdfs/sample%20affidavit%20of%20support.pdf


우편 발송 주소: 

Ms. Debbi Damico 

Director,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Manhattan College 

4513 Manhattan College Parkway 

Riverdale, NY 10471 

학생 비자 신분: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학생은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를 받으려면 IELP 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I-20 은 

출국하기 전에 F-1 비이민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맨해튼 대학은 

모든 서류와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I-20 을 발송합니다.   

참고 사항: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는 미국 법률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 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입국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 이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학생은 집중 영어 기관(Intensive English Language Institute)에 연락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I-20 이 유효하다면 무료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하는 I-20 을 발행하는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다음 링크에서 CFR 문서를 확인하세요. 

https://manhattan.edu/admissions/international/documents.php 

다음 링크에서 대학교 건강 서류를 확인하세요. 

https://inside.manhattan.edu/student-life/health-services/required-

records.php 

https://manhattan.edu/admissions/international/documents.php
https://inside.manhattan.edu/student-life/health-services/required-records.php
https://inside.manhattan.edu/student-life/health-services/required-records.php


 

신청 

다음 링크에서 지원하세요. 

https://manhattan.edu/admissions/international/apply.php 

 

 

보증금 

다음 링크에서 보증금을 전송하세요. 

https://deposits.manhattan.edu/touchnet/ 

 

https://manhattan.edu/admissions/international/apply.php
https://deposits.manhattan.edu/touch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