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몬트 컬리지 / ACE 프로그램
8800 Grossmont College Drive. El Cajon, CA 92020 phone 619-644-7293 web http://www.grossmont.edu

핵심 정보
학교 규모 소형
등록금 $1,000—$5,000 세션
제휴단체 공립
학교 유형 집중영어 프로그램
학생 성별 남녀공학
종교 무교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아니요
조건부입학 가능 예
톱 프로그램 영어/ESL
설정 교외
인증 및 자격증 CEA, EnglishUSA 회원,
WASC
주거 형태 홈스테이, 아파트
소셜미디어
ACE는 대학 편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메리칸 컬리지엇 잉글리쉬(ACE:
American Collegiate English)
는 그로스몬트 컬리지(Grossmont
College)를 비롯한 그 외 미국
명문대 진학에 필요한 영어 실력
양성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고강도 영어 어학 프로그램입니다.
ACE 어학 연수생들은 토플 점수
없이도 그로스몬트 컬리지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몬트 컬리지는 2년제 공립
전문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자격증 또는 준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몬트에서 2년간 수학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
(2+2 프로그램)를 취득하거나, 전공
분야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ACE 학사 일정 및 수업
ACE에는 8월 및 1월에 시작되는 14

주짜리 세션과, 6월에 시작되는 8
주짜리인 고강도 세션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션 시작 및 완료 날짜는
www.grossmont.edu/ace 에서,
“Classes, Schedule, and Program
Cost” 를 클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션마다 주당 20시간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아카데믹 작문, 독해,
문법, 어휘, 듣기 및 말하기를 비롯해
발음, 프레젠테이션 스킬, 대학
성공 및 커리어 찾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들이 포함됩니다. ACE
에서의 수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므로
개별적인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몬트 컬리지(Grossmont
College) 입학 승인 보장
ACE 세션을 모두 완료하고, ACE
수업 과정의 모든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그로스몬트 컬리지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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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세션이 완료될 시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그로스몬트
컬리지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 평균 학점 GPA 3.0 이상
취득, 또는
2. 그로스몬트 컬리지의 ESL 평가
시험을 본 후, ESL 103 또는 그
이상의 상급 레벨로 편성받은
경우
그로스몬트 컬리지의 ACE 어학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을 위한 중급
영어 수업을 제공하며, 본 프로그램
학생들은 그로스몬트 컬리지 입학
지원시 토플 점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CE 프로그램은 연중 3
회 시작됩니다. 14주 세션과 8주
세션이 있으며, 세션을 합해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ACE 수업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문법, 아카데믹
작문, 독해, 어휘, 대학 성공, 커리어
찾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왜 ACE, 그로스몬트 컬리지를
선택해야 하나?

맞춤형 서비스 - 국제학생
사무소는 정규직 카운슬러 및 전문
직원들을 배정해, 학생들의 학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교수진 - 교수진은 우수한
지도 능력 및 학생에 대한 열정을
기준으로 엄선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ACE
교수들은 테솔(TESOL) 또는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입니다.
• 편입 기회 - 그로스몬트 컬리지는
샌디에이고에 다른 어느 전문
대학보다, 더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San Diego State University ) 및
UCSD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 4년제 대학과
비교해, 절반 미만의 비용으로
학사학위 과정의 첫 2년 과정을
그로스몬트 컬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학생활동 - ACE 및
그로스몬트 학생들은 ‘영화의 밤’, ‘
비치 데이즈’ ‘UC 캠퍼스 투어’, ‘
샌디에이고 베이에서 카약 타기’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학생 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입지 조건 - 그로스몬트
컬리지는 샌디에이고 도심에서
고짝 15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안전한 교외의 공원같은 캠퍼스를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까지는
20분, 산지까지는 45분 소요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

학생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CE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ACE

입학 지원서
사본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
사본
• 재정 증명서($14,000가 예치된
재정 스폰서의 은행잔고명세서)
• 환불 받을 수 없는, 입학 지원
수수료($125)
• 여권

위에 명시된 모든 서류들을
수령하면, 본교는 해당 학생에게
I-20를 발송합니다. 전체 등록금
(14주짜리 세션인 경우 $2,995
, 8주짜리 세션인 경우 $1,675)
은 세션 시작일(오리엔테이션)
이전까지 지불되어야 합니다. ACE
입학 지원 및 추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 www.
grossmont.edu/ac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 to Apply”라고
적힌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로스몬트 컬리지에서는 약 150개
이상의 전공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 사법

행정

• 예술
• 경영
• 컴퓨터과학
• 호텔

및 관광 경영
비즈니스
• 마케팅
• 수학(예비 공학)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 음악
• 간호학
• 대학 편입 과정
• 국제

ACE 입학 지원 절차
ACE에서 공부하려면 F-1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본교로부터
입학 승인(I-20)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대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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