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 어학원 

프로그램 개요
• 1986 년 워싱턴 디씨, 갈로뎃 대학교  
 부속 어학원 설립함. 

• 통역사 없이, 강사진들이    
 농인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함. 

• ELI 출신 학생들은 질 높은 미국수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음. 

• 수업료는 학생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비가 동일함. 

• ELI 는 60여개의 나라의 다양한 학생들  
 모두에게 열려 있음. 

• 각 학생들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음. 

• 이중언어 방법론 및 교육법 활용. 

• 다앙한 현장학습 제공함 (학비에 포함) 

• 개별 혹은 그룹 과외 교육 프로그램  
 제공함 (학비에 포함) 

• 16주로 구성된 수업이며, 가을 및   
 봄학기로 구성됨. 

• 질 높은 미국수어는 질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데에 영향 끼침. 

• 매 주 약 18~2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됨. . 

• 6주로 이뤄진 여름학기 프로그램   
 제공함 (선택사항)

Gallaudet University is an equal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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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목표

갈로뎃 대학교 Gallaudet 
university 부속 어학원English 
Language Institute(이하 ELI)은 
미국 및 국제 농 Deaf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어학원은 미국수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 
교육 및 평가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 적응 지도와 개별상담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LI 프로그램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대비반’
은 영어 독해, 작문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켜줍니다. 이 수업은 
대학과목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 편성 시험 일정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나오며,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이 나눠집니다. 각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뤄집니다. 물론 개개인 
학습향상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반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ELI 는 각 학생들의 학습방식에 
맞춰 영어를 원어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영어에 대한 
지식이 보다 더 향상되게끔 
교육합니다. 일반적으로 ELI 
재학기간은 2~3년이지만, 각 개인 
수준에 따라 더 오래 다니거나 
단기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ELI 
수업은 기초대비반에서부터 
고급반까지 7개의 반이 있습니다. 

각 반 과정 총 7개의 수업:

• 영어 발달 반 (Developmental English): 기초영어 대비
• 레벨1 : 기초 영어
• 레벨2 : 기초 (중급수준) 영어
• 레벨3 : 중급 영어
• 레벨4 : 중급 (중급수준) 영어
• 레벨5 : 고급 영어
• 레벨 6: 고급 (중급수준) 영어

또 영어  뿐만 아니라 미국수어, 
기초수학, 커뮤니케이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학 생들은 매 학기 종강 때마다 
미국고등학교 과정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인 ACT(America 
Collegge test) 대학입시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선택사항입니다. 
학생의 ACT 성적에 따라 갈로뎃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ELI에서 입학추천서를 
써줍니다.

ELI 강사진은 거의 농인이며, 
고급수준으로 미국수어를 구사합니다. 
ELI 는 미국수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의 미국수어 또한 보다 더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ELI 에서는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ELI 의 목표는 학생들이 강사들과 
직접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