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인트 리오 대학의 아카데미 연결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학생

들에게 보다 쉽게 미국의 아카데미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 하기위해 짜여진 프로그램 입니다.  대학 규칙에 의

해 정해진 최소의 영어능력을 소지한 국제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정규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학과정 입

니다. 

원어민이 아닌 학생중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구두시

험 SAT 점수가 450 이하 학생은 연결 프로그램의 바른 절차를 

위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대학 주권에 의하여 모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의 장점 

새로운 미국 아카데미 환경에서 최고의 교수진들의 학업지

도. 

회화를 비롯한 학업능력 개발과 미국의 학업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

으로 학업에 전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 24 학점, 기본과목 6 학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후로리다 중부의 가장 오래된 전통있는 최고의 카톨릭 대학

에서 학업. 

첨부: 전공에따라 선택과목 학점 (0 - 39점) 이 달라짐. 학사과

정 카탈로그 참조. 

 http://saintleo.catalog.acalog.com/ 

 

자격조건 

연결 프로그램은 학사과정을 공부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영

어 능력시험 점수가 대학입학 허락의 기본점수에 못 미치는 

학생을 위한것 입니다. 

일반과정 (2 학기): 진보반 (TOEFL iBT 45-64 , IELTS 5.0-

5.5, PTE-A 35-43) 학생은 연결 프로그램의 일반과정 2학기에 

걸쳐 연결 프로그램 전체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속성과정 (1 학기): 고급반 (TOEFL iBT 64-78 , IELTS 6.0-

6.5 , PTE-A 44-52) 학생은 연결 프로그램의 속성과정 1 학기 

동안 일부과정을 이수 해야 합니다. 

연결 프로그램 

주요 교과 내용 

일반과정 (총30 학점) 

1 학기 (총15 학점) 

ENG 114 – 국제학생을 위한 쓰기와 문법 (3 학점) 

ENG 115 –대학급 읽기 I (3 학점) 

ENG 120 – 듣기, 강의내용 받아적기, 말하기 (3 학점) 

SLU 105 – 미국문화와 미국 대학생활 (3 학점) 

SLU 110 – 컴퓨터실 강의수업 I (2 학점) 

SLU 101 – 대학 학습경험 (1 학점) 

 

2 학기 (총15 학점) 

ENG 118 – 국제학생을 위한 쓰기 (3 학점) 

ENG 117 – 대학급 읽기 II (3 학점) 

SLU 112 – 컴퓨터실 강의 II (3 학점) 

*인가된 대학 연구결과 코스 (6 학점) 

 

속성과정 (총 16 학점) 

ENG 118 – 국제학생을 위한 쓰기 (3 학점) 

ENG117 – 대학급 읽기 II (3 학점) 

SLU 112 – 컴퓨터실 강의 II (3 학점) 

SLU 105 – 미국문화와 미국대학생활 (3 학점) 

SLU 101 – 대학 학습경험 (1 학점) 

*인가된 대학 연구결과 코스 (3 학점) 

 

 



원어민이 아닌 학생의 학문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학과목.  정

보자료 찾기와 평가, 학교측의 기대와 규정, 자료 및 구두와 쓰기

의 학술 발표능력에 중점을 둠. (2 학점) 

 

SLU 112 – 컴퓨터실 강의 II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의 속성과정 우선 등록 필수 또는 SLU 

110 이수 필요.  

원어민이 아닌 학생의 학문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학과목. 학

생의 학과물, 비평적 읽기, 논리적인 사고, 학술적 쓰기를 위한 숙

달된 정보자료 습득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에 중점을 둠. (3 

학점) 

 

등급 쓰기 학과목         

 ENG 119 - 대체 가능한 고급반 국제 학생의 쓰기 학과목: 신입

생 영어등급 결정을 위한 시험 결과에 의함. 

원어민이 아닌 학생이 갖고있는 특정한 문제점을 위해 설계된 학

과목; 문법, 단어, 문장구성을 포함한 쓰기 능력의 보다 자세한 지

도.  원어민이 아닌 학생은 ENG 002를 대체 할 수 있는 학과목. 

(3 학점) 

 

연결 프로그램 학생과 전체 일반전공 학생 

SLU 101 – 대학 학습경험  

특성과 통합된 결합 그리고 높은 지적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학

생, 교수 그리고 학업 상담자 간의 가깝고도 보다 상호 협력적인 

단체를 이루게 합니다.  효과적인 학습과 개인의 계획의 틀을 마

련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을 도와 줍니다.  

학생들은 사고적인 쓰기 숙제, 강의실 또는 단체토론, 개인과그룹 

발표, 그리고 여러 제목의 인터넷 탐구를 하게 됩니다.  대학 관

계자,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업 경력 개발, 전공

학습, 캠퍼스 서비스, 개인제정, 세인트 리오 대학의 역사, 카톨릭 

베네딕틴의 가치 에 대해 강의 합니다.  신입생으로서 공통적으

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학교의 후원책으로 활동하는 그룹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1 학점) 

 

교수님 문의처: 

Dr. Iona Sarieva, Bridge Program Direct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Arts and Sciences 

1-352-588-8384 

iona.sarieva@saintleo.edu 

주요 교과 첨가설명 

ENG 114 – 국제학생을 위한 쓰기와 문법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일반과정 우선 등록 필수.   

원어민이 아닌 학생들이 갖고있는특정 문제점을 위한 말하 

와 쓰기중점으로 디자인 된 학과정. (3 학점)   

 

ENG 120 – 듣기, 강의내용 받아적기, 말하기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일반과정 우선 등록 필수.   

원어민이 아닌 학생의 듣기와 말하기의 진보를 위해 짜여진  

학과목.  강의내용 받아적기, 다양한 소통능력, 발표능력 중 

의점 학과정. (3 학점) 

 

ENG 115 – 대학급 읽기 I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일반과정 우선 등록 필수.   

원어민이 아닌 학생의 어려운 읽기와 단어 습득. 

효과적인 읽기 방법으로 교과서 내용 이해하기. (3 학점) 

 

ENG 117 – 대학급 읽기 II 

전제조건: 연결 프로그램 속성과정 우선 등록 필수 또는 ENG 

115 우선 이수 필요. 

학문적 숙련된 주요 읽기 능력과 효율적 읽기 전략 응용을   

목표로 한 학과목.   

실제적 대학급 교과서 읽기 능력, 문장구성 패턴의 진단, 주 

아이디어와 지원 아이디어 구별하기, 문장에 제시된 아이 

어의 연결을 분석하기. (3 학점) 

 

ENG 118 – 국제학생을 위한 쓰기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속성과정 우선 등록 필수 또는 

ENG 114 우선 이수 필요.   

원어민 아닌 학생의 사고력, 원인, 학업의 쓰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 관용구 사용 및 문장의 구성 이해하기에 중점. (3 점) 

 

SLU 105 – 미국문화와 미국대학생활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우선 등록 필수.  

미국대학에 입학한 국제 학생만을 위해 설계된 학과정. 다양

한 문화 이해 능력과 미국에서 학업중 부딪치게 되는 사회적, 

도덕적, 학업적 문제점을 배워 나가기. (3 학점) 

 

SLU 110 – 컴퓨터실 강의 I 

전제 조건: 연결 프로그램 일반과정 우선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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