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일정
모든 학기는 15 주 과정으로 진행 .
신입생들은 학기시작후 10 번째주전이라면
어느시점에서라도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음.

➢ 2017

아카데미 코아과정
F1 학생들을 위한 풀 타임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코아과목 4 개:

가을학기

독해, 작문, 듣기 & 말하기,
문법

등록금:

2017 년 9 월 6 일–12 월 14 일

주당 18 시간

$4,500

등록 마감: 2017 년 11 월 12 일

15 주 = 270 시간

➢ 2018

봄학기

2018 년 1 월 8 일 – 4 월 26 일
등록 마감: 2018 년 03 월 26 일

➢ 2018 여름학기

테스트 준비과정
F1 학생들을 위한 풀 타임 테스트 준비 프로그램

TOEFL 테스트 준비반
+
2과목 (아카데미 코아콰목
또는 선택과목)

2018 년 5 월 14 일–8 월 23 일
등록 마감: 2018 년 7 월 23 일

IELTS 테스트 준비반

ESL 프로그램

+
2과목 (아카데미 코아과목
또는 선택과목)

자율선택 단기과정

주당 18 시간

비 F1 학생들을 위한파트 타임 영어 프로그램

15 주 = 270 시간

개인핵심 또는 선택과목
선택 가능 :

등록금:

독해, 작문, 듣기& 말하기,
문법, 또는 선택
(TOEFL 은 제외)

5 주 = $480
10 주 = $905

주당 4.5 시간

15 주 = $1,330

TOEFL 또는 IELTS
포함 내용들:
수업료, 연습용 자료,
TOEFL ITP 등록비

IELTS 연습 시험
주당 9 시간

등록금:
5 주 = $1,150
10 주 = $2,150
15 주 = $3,150

등록금:
$4,800

등록금:
$4,650

대학입학 속성과정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F1 학생들을 위한
풀 타임 집중적 영어 프로그램

5 개 과목:
독해, 작문
, 듣기 & 말하기, 문법
+
과목 (테스트 준비반 과목
또는 선택과목)
+
월별 세미나 &
대학 입학 상담
주당 22.5 시간

15 주 = 33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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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8,950

입학을 위한 절차
1) 프로그램과 수업날짜를 선택합니다.
2) 입학 지원서를 제출과 입학 신청료 $100 을
온라인 www.hoft.edu/esl.통해 지불합니다.
3) 요구하는 서류들을 (아래 제시된)
english@hoft.edu 이메일 주소로 제출합니다.

I-20 자격 요건
F1 학생 비자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작성된 입학 지원서
 $100 입학 신청료(환불 되지 않음)
 여권용 사진, 개인정보 쪽, 지원자 본인과 동반자
대상
 목적 진술: 지원자 본인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간략한
내용
 최근 은행 잔고 내역: 내역서는 지난 1 년 안에
지원자 계좌 소유의 이름과 날짜가
명시되어야하고 $8,000USD 이상의 현재잔고
있어야합니다. (동반자 수 마다 $2,000 추가).
지원학생이 은행 내역에 계좌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재정 후원자 편지도
요구됨)
 재정 후원자 편지: 이 편지는 계좌 소유의 이름,
지원자의 관계, 지원자의 이름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원자의 등록금, 집값, 식사,
교재, 개인 비용등에 충당하는것에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비 I-20 자격 요건
F1 학생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작성된 입학 지원서
$100 입학 신청료(환불 되지 않음)
여권용 사진 신원 쪽
최근 비자 사진, 해당된다면.

미국내 편입-자격 요건
현재 미국내에서 I-20 을 가지고 있는 F1 학생이 IAEI
로 편입해서 계속 학업을 하기위한 경우

 작성된 입학 지원서
 $100 입학 신청료(환불 되지 않음)
 $250 Transfer-Deposit (환불 되지 않음; 학기초에
지불된 등록금은 유효함)
 여권용 사진 신원 쪽, 지원자 본인과 동반자 대상
 목적 진술: 지원자 본인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간략한
내용
 최근 은행 잔고 내역: 내역서는 지난 1 년 안에
지원자 계좌 소유의 이름과 날짜가
명시되어야하고 $8,000USD 이상의 현재잔고
있어야합니다. (동반자 수 마다 $2,000 이 추가).
지원학생이 은행 내역에 계좌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재정 후원자 편지도
요구됨)
 재정 후원자 편지: 이 편지는 계좌 소유의 이름,
지원자의 관계, 지원자의 이름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원자의 등록금, 집값, 식사,
교재, 개인 비용등에 충당하는것에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미국내편입: IAE 의해 제공된 양식과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의 상담자나
디렉터(DSO)에 의해 작성되어진 것

질문 OR 의견?
Contact our ESL Team today!
Phone: +1 (512) 472-6996
Email: english@hof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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