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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텍사스에서의 학교 생활
텍사스 헌츠빌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큰 비전을 품고 있으면서도 학생 개개인을
모두 세심하게 배려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20,000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이곳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서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교정은 단순히 학업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교원에는 교수님뿐 아니라, 멘토, 자문, 비정규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 줄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프로그램 교무처 활동 및 학생 서비스
각 과정에서 ELI (어학원) 학생은 캠퍼스는 물론 휴스턴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과정에서 ELI 학생들은 휴스턴 박물관 지구, 우드랜드
몰, 갤버스턴, 그리고 나사(NASA)를 방문했습니다.
SHSU의 국제 프로그램 교무처(OIP)는 국제 학생들의 학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OIP는 공항 픽업과 학생 지도뿐 아니라, 현지 식품점,
휴스턴 지역 내의 에스닉 마켓과 인근 쇼핑몰을 함께 쇼핑하는 것까지,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프로그램 교무처는 또한 모든 국제 학생을 위한
사교 클럽인 국제학생회와, 국제 학생과 현지 미국인의 만남을 도모하는 서비스인
글로벌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 학생 여러분 모두가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SHSU의

ELI

어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

입학 요건

등록금 및 요금

•
•
•

등록금:

• 클래스당 학생 수가 적음
• 세심하게 학생을 배려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

•

•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8주
간의 단기 과정
• 국제 학생만을 위한 문화 및
사교 활동
• 어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부 지원자에게적용되는
TOEFL 면제 혜택

•

지원 양식:
75달러(지원료)
성적표: 최근 출석 학교의 성적표
사본(영어)을 지원서와 함께 ELI예
제출해야 함.
은행 잔고 증명서: 재정 보증을
위해 연간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은행 잔고 증명서(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것. 명세서 상에는 계좌
내 최소 18,500달러의 보유 상태가
표시되어야 함. 명세서는 영어로
된 원본이어야 하며, 날짜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유효한 여권의 사본

• 인근의 저렴한 숙소 제공

SHSU 학생:
최별
국적:
한국
“입학하기 전에 훌륭한 교수진, 최신식 시설, 그리고 학생을
위한 스포츠와 활동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SHSU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죠. 여기에서 생활 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암벽 등반 클럽에도 가입했죠. 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2,600달러 / 8주 과정

대학발전기금:

150달러 / 학기(16주)

배정 시험 응시료

50달러 (1회 응시료)

입학 지원료

75달러 (1회 지원료)

교재비:

200달러

국제학생 필수 보험료
(금액은 ELI의 첫 학기를 처음 수강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매
가을학기에 자동 갱신됨)
가을학기(연간 보험료)

약 1,500달러

봄-여름학기(가을에 갱신됨) 약 900달러
여름학기(가을에 갱신됨)

약 300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