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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C 에 대하여

35년의 경험

3개의 캠퍼스 

40명의 전문 강사진 

4개의 영어프로그램 

500명의 재학생 

1982년 설립된 LASC는 미 교육부가 인정하는 평생 교육기관 인증 협회

(ACCET)와 캘리포니아 사립학교 교육국(BPPE)로부터 승인을 받았습

니다. LASC는 미 국토 안보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등록(SEVP) 인증

을 획득했으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F-1 학생에게 I-20을 발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LASC의 학교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s)는 국제 교육자 협회(NAFS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LASC는 사우디 아라비아 문화 선교회가 승인한 ESL 프로그램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LASC

란? 우

리의 목

표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학업 목적의 영어EAP

TOEFL

시험 준비IELTS

대학
진학LASC는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를 비

롯한 미국 전역의 30개 전문학교 및 

종합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학생들에게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LASC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다

양한 고등 교육 기관(대학교)에 조건

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교

나 종합대학 입학을 계획하는 학생

들 은 E S L 최 고 레 벨 만 마 치 면 

TOEFL이나 IELTS성적 없이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LASC의 ESL 프로그램은 6단계로 구성

되며 국제 영어 능력 표준 및 케임브리

지 영어 평가 (Interna�onal Standards 

of English Proficiency and Cambridge 

English Assessment) 에 따라 초급자를 

위한 A1부터 상급자를 위한 C1까지 

6개 등급을 기반으로 한다. LASC의 커

리큘럼은 잘 알려진 언어 자료를 기반

으로 능숙한 영어 구사자가 될 수 있도

록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

이고 보편화된 단어와 표현을 가르칩

니다. 

LASC는 가장 진취적인 언어 학교 중 하

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커리

큘럼의 상당수는 전자 자료를 기반으

로 하며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숙제, 과제, 학습 활동을 완료합니다. 

교사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학

습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다른 교

사와 자료를 공유하며 새로운 학습방

법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더 빨리, 더 

많이 발견합니다. LASC는 가상현실을 

실제수업에 응용한 최초의 사립 언어 

학교 중 하나로, 학생들을 실생활에서 

접하게 될 가상현실로 끌어들임으로

써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성

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LASC의 오늘날의 성취와 입소

문은 분명히 우리의 열정적이

고 프로페셔널한 40여명의 

강시진과 함께여서입니다. 

LASC의 강사진은 미국 외에

도 세계 각지의 수많은 나라

들에서 교육자로 근무했었

고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비영어권 학생들을 지도

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모

든 교사는 ELT 교육을 이수

했으며 ESL 분야의 다양

한 학위와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프로그램

LASC는 제 2 외국어로서 영어(ESL), 진학 목적의 영어(EAP), TOEFL, IELTS 시

험 준비가 포함된 4개의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오후, 저녁 등 세가지 일정을 배

치해 함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

기는 일년에 4분기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나뉘고 자유입학제를 실시하

여 학생들은 학기중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케임브리지
기반 커리큘럼 

첨단
학습 방식강사진 



신청 방법

F1 학생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F1 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I-20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 여권 사본 
1

  • 최소 20,000달러 이상인 은행 잔고증명서
2

  • 재정보증서

     3 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 수수료 150 달러

 I-20우편 수수료 60달러(도착지에 따라 달라짐) 

     4 입학 허가증과 I-20을 기다린다
 신청서 제출 후 입학처 담당자가 주중 기준 2일 이내에 메일
 로 연락을 드립니다. I-20 송달에는 주중 기준 3-5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도착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SEVIS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잔고증명서는 지난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동반 잔고증명서에

는 추가로 6,000달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I-20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2잔고증명서가 학생 이름이 아닌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어떤
유형의

학생입니까?

F1 전환 학생
이미 미국에 있으며 유효한 F1 비자와 다른 학교에서 발급한 

I-20을 소지한 학생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 현재 I-20 사본 

  • I-94 사본

   • 최소 20,000달러 이상인 은행 잔고증명서 *

   • 재정보증서 *

   • 양식 전환 의향서 

     3 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 수수료 150달러 

신분 변경
현재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I-20을 받기 원하는 학생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 I-94 사본

   • 최소 20,000달러 이상인 은행 잔고증명서 *

   • 재정보증서 *

     3 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 수수료 300달러 

     4 입학 허가증과 I-20을 기다린다 

 신청서 제출 후 I-20 송달에는 주중 기준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SEVIS 수수료를 납부한다

관광객
관광 비자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제로 수업에 참여하

고 싶은 학생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3 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 수수료 150달러 

현지 학생
미국Ě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학생

      1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 미국 여권 사본, 영주권 카드 또는 운전 면허증

     3 수수료를 납부한다

 신청 수수료 150달러 



생활하고,
배우고,
즐기다.

위치 

문의하기

IRV INE CAMPUS (MAIN) LOS ANGELES CAMPUS 
17320 Red Hill Ave. Suite 300

Irvine, CA 92614
Phone : (949) 756-0321

Fax : (949) 756-0344

3530 Wilshire Blvd. Suite 190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 384-4123
Fax : (213) 384-4013

ROWLAND HEIGHTS CAMPUS 
19119 E. Colima Rd. Suite 201

Rowland Heights, CA 91748
Phone : (626) 810-2003

Fax : (626) 810-2073

INFO@LASCUSA.COMWWW.LASCUSA.COM

LASC는 따뜻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세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일부 관광 명소들이 불과 몇분 

거리에 있고 캠퍼스 주위에는 수많은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다양한 

맛집과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서핑 명소 헌팅턴 해변에

서 신나게 서핑하거나, 디즈니 랜드의 깊은 매력에 빠졌다가도, 로데

오 드라이브(Rodeo Drive)에서 마음껏 쇼핑을 즐길수 있습니다. 할리

우드 대로(Hollywood Boulevard)를 걸으면서 운좋게 스타를 만나기

도 하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acific Coast Highway)를 맘껏 달리

며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수업외에도 캘리포

니아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

들이 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 뿐만아니라 미국 문화와 생활을 충분히 

만끽하며 교감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직 망설이세요? 변화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입학 담당자는 예비 학생과 현재 학생을 지원해 드립니다. 입학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미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드립

니다. 입학 담당자는 이민 절차부터 공항 픽업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위해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지원합니다. 머물 곳을 찾고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고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저희 웹사이

트  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언어를 구사하는 입학 www.lascusa.com

담당자를 찾아보세요. 

원하는 언어로
상당해 드립니다

http://www.lascusa.com


IRVINE

17320 Red Hill Ave. Suite 300

Irvine, CA 92614

LOS ANGELES

3530 Wilshire Blvd. Suite 190

Los Angeles, CA 90010

ROWLAND HEIGHTS

19119 E. Colima Rd. Suite 201

Rowland Heights, CA 91748

WWW.LASCUSA.COM
INFO@LASC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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