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ttleton: 남부 교외 도시 
 

유래 깊은 도시(전원적인 모습 유지) 

다수의 공원, 아름다운 산책로, 아웃도어 쇼핑센터, 

문화센터 

도심과의 편리한 교통수단 (전철, 버스) 

Study in the City or the Suburbs 
and Experience the Beautiful Rocky Mountains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Excellence in Education with a Personal Touch 

Spring International 과 함께 

당신의 꿈을 성취하세요. 
 

당신은 대학 교육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학문적인 

영어 능력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향상된 영어실력은 취업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TOEFL or IELTS 의 성적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 과정 수료자) 

 

교육을 위한  

최고의 자원을 갖추었습니다. 
   

영어 교육 학위를 가진 숙련된 강사들 

학생의 성취도를 돕는 개별 맨토들 

수료 후 대학 입학 과정 지도 및 조언 

학생비자(F-1)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방법 지도 

다양한 래져활동 (래프팅, 스키, 탁구 등) 

쾌적한 시설 (computer lab, free Wi-Fi, smart 

    classrooms)  

덴버 공항 마중 (무료)  

홈 스테이 (미국인 가정)  

Denver: 콜로라도의 수도 (250 만명) 

 

접근성이 유용한 도심에 위치 

극장, 박물관, 쇼핑센터, 레스토랑 

유명한 스포츠 리그팀 (미식축구, 농구, 야구) 

Member of: 

 www.spring.edu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Study English in  

Colorado, USA 

Spring International 은 당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매주 23 시간, 총 9 주간 교육과정 (매학기) 

6 단계 레벨 구성 (기초반부터 상급자반까지) 

전문적으로 설계된 종합적 교육체계 (문법, 읽기, 쓰기, 

리서치 작성, 듣기 말하기) 

맞춤형 수업 (발음교정, TOEFL 및 IELTS 준비, 영어회화 

등) 

소수로 구성된 집중적인 클래스 

무료 과외 지도 

공인된 성적표 및 자료 (대학 진학을 위한) 

www.spring.edu 

Spring International 에 입학하려면 
 

 1 단계:  홈페이지에 (www.spring.edu)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2 단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서를      

        e-mail 로 보내주세요. 

 3 단계:  등록비를 납부하세요. 

 4 단계:  당신의 제정서류와 여권 1 면을 e-mail 이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모든 단계가 마친 후에 Spring International 은 당신에게    

학생비자를 취득 위한 I-20 form 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더 많이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9 주간의 학기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 3 월 | 5 월 | 8 월 | 10 월 중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Or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Denver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1600 Champa Street, Suite 400 

Denver, Colorado 80202, USA 
Phone:  +1 (303) 534-1616 

Fax: +1 (303) 534-2424 
denver@spring.edu 

 

또는 

 
Spring International Language Center 

2575 W. Church Ave.                                                   
Littleton, Colorado 80120, USA 

Phone:  +1 (303) 797-0100 
Fax:  +1 (303) 797-0127 

info@spring.edu   
 

http://www.spring.edu/
mailto:denver@spring.edu
mailto:info@spring.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