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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당신에게 생소하십니까?영어는당신에게
제 2의언어입니까?오늘 Highline 대학으로 오셔서

도움을받으십시오.

만약 영어가 당신의 모국어가 아니면, Highline 대학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읍니다. Highline 은 공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워싱톤주 Des Moines 내의 20 분거리의 
시애틀 남쪽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1961년부터, 이지역주민들은 집으로 부터 근접한 
지역의  교육의 필요한것들을 Highline 으로 부터 받아왔읍니다. 우리는  공인자격 
프로그램들, 여러 분야에서의 2년제 학위프로그램들, 매우 수요가 높은 4개의 분야에서 
4년제 학위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과 같이 영어를,  배우고 향상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을 도와 드릴 수있는 
많은 학습반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어떤 학습반과 프로그램이 당신에게 
적합할까요? 

• 당신은 영어를 배우거나 또는 향상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어가 제 2의
언어(ESL) 인 학습반을 소개합니다.

• 당신은 외국인 학생이거나 또는 손님이십니까? 당신이 선택할수 있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집중 영어학습반을 포함해서- Kaplan 국제영어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 당신의 영어실력은 강하십니까? 당신은 아마도 대학수준의 학습반에도 가능 하실 수
있읍니다. 우리는 COMPASS 평가시험으로 당신의 실력을 평가해 드릴수 있읍니다.

• 당신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어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Highline’s StartZone 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새로 이사오셨거나 또는 여러 해 거주하셨거나, 우리는 여러분이 
Highline 대학을 방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당신은영어를배우시거나향상시키기를원하십니까?
당신은 영어를 배우시거나 영어실력을 향상 시키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비 대학수준의 
영어반을 소개합니다(ESL classes). 이 반에서는, 당신은 기본적인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배우고 연습하게됩니다.  

이학급들은 이민자들, 난민들,영주권자들, 그리고 적어도 18세이상의 미국시민권자들을
위한것입니다. 이 학급들은 Highline 대학 안에서나 그리고 대학 밖의 여러 장소에서
오전,오후, 그리고 저녁에 수강 하실 수 있읍니다.  매 분기마다 $25 의 수강료가
부과됩니다. 수강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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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생들은 프로그램 소개반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이 소개반에서 Highline 신청서 
작성을 끝내고 영어 능력 시험을 보게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학급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여러분이 워싱톤주에 새로 오셨거나 또는 ESL 반에  6개월 이상 등록하지않았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내에서 공부를 , 사업을 ,또는 여행을 하기 위한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학급에서 수강할수없읍니다.  “당신은 외국인 학생 또는 
손님이십니까”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추가알아보기:

abeadmin@highline.edu 
(206) 592-3297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19, Room 102

당신은외국인학생또는손님이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외국인 학생 또는 손님이라면, 당신은 일반적인 영어 능력에서 학문적 
그리고 TOEFL 준비에 이르기까지 여러개의 학급반에 등록 하실 수가 있읍니다. 이 
학급들은 Highline 대학내에서 Kaplan 국제영어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Kaplan에서, 당신은 얼마동안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당신의교육과 미래 직업에대한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됩니다. 학습반들은 매 월요일마다 시작하며, 과목의 
기간은 당신의 특정한요구의 필요에따라 당신이 맞출 수가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at Highline website
GPO.Highline@kaplan.com
(206) 592-3740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25, 5th floor

당신의영어실력은강하십니까?
당신은당신의영어실력이대학수준의영어교과과정에충분할만큼강하다고믿읍니까? 
그렇다면, 당신의수준을알아볼수있는 COMPASS 평가시험을보십시오. 시험을치른
다음에, 당신은당신에게적합한프로그램이나/또는과목의선정을도와줄수있는
상담선생님을만나실수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placement.highline.edu
testingcenter@highlin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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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생들은프로그램소개반을이수하여야합니다.이소개반에서 Highline신청서
작성을끝내고영어능력시험을보게됩니다. 여러분은또한학급에등록을하게됩니다. 
여러분이워싱톤주에새로오셨거나또는 ESL 반에 6개월이상등록하지않았다면
여러분은새로운학생으로간주됩니다.

만약에여러분이미국내에서공부를 , 사업을 ,또는여행을하기위한임시비자를
소지하고계신다면, 여러분은이학급에서수강할수없읍니다. “당신은외국인학생또는
손님이십니까”아래에서 자세히알아보십시요. 

추가알아보기:
precollege.highline.edu/ESL
abeadmin@highline.edu
(206) 592-3297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19, Room 102

당신은외국인학생또는손님이십니까?
만약에당신이외국인학생또는손님이라면, 당신은일반적인영어능력에서학문적
그리고 TOEFL 준비에이르기까지여러개의학급반에등록하실수가있읍니다. 이
학급들은 Highline대학내에서 Kaplan국제영어학교를통하여이루어지게됩니다. 
Kaplan에서, 당신은얼마동안공부하기를원하는지, 당신의교육과미래직업에대한
계획에따라서프로그램을선택하게됩니다. 학습반들은매월요일마다시작하며, 과목의
기간은당신의특정한요구의필요에따라당신이맞출수가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at Highline website
GPO.Highline@kaplan.com 
(206) 592-3740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25, 5th floor

당신의영어실력은강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어실력이 대학수준의 영어교과과정에 충분할만큼 강하다고 믿읍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수준을 알아볼수있는 COMPASS 평가시험을 보십시오. 시험을 치른 
다음에, 당신은 당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나/또는 과목의 선정을 도와줄수있는  
상담선생님을 만나실 수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placement.highline.edu
testingcenter@highlin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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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학생들은프로그램소개반을이수하여야합니다.이소개반에서 Highline신청서
작성을끝내고영어능력시험을보게됩니다. 여러분은또한학급에등록을하게됩니다. 
여러분이워싱톤주에새로오셨거나또는 ESL 반에 6개월이상등록하지않았다면
여러분은새로운학생으로간주됩니다.

만약에여러분이미국내에서공부를 , 사업을 ,또는여행을하기위한임시비자를
소지하고계신다면, 여러분은이학급에서수강할수없읍니다. “당신은외국인학생또는
손님이십니까”아래에서 자세히알아보십시요. 

추가알아보기:
precollege.highline.edu/ESL
abeadmin@highline.edu
(206) 592-3297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19, Room 102

당신은외국인학생또는손님이십니까?
만약에당신이외국인학생또는손님이라면, 당신은일반적인영어능력에서학문적
그리고 TOEFL 준비에이르기까지여러개의학급반에등록하실수가있읍니다. 이
학급들은 Highline대학내에서 Kaplan국제영어학교를통하여이루어지게됩니다. 
Kaplan에서, 당신은얼마동안공부하기를원하는지, 당신의교육과미래직업에대한
계획에따라서프로그램을선택하게됩니다. 학습반들은매월요일마다시작하며, 과목의
기간은당신의특정한요구의필요에따라당신이맞출수가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at Highline website
GPO.Highline@kaplan.com
(206) 592-3740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25, 5th floor

당신의영어실력은강하십니까?
당신은당신의영어실력이대학수준의영어교과과정에충분할만큼강하다고믿읍니까? 
그렇다면, 당신의수준을알아볼수있는 COMPASS 평가시험을보십시오. 시험을치른
다음에, 당신은당신에게적합한프로그램이나/또는과목의선정을도와줄수있는
상담선생님을만나실수있읍니다.

추가알아보기:

testingcenter@highline.edu 
(206) 592-3251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Build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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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어배우기 
Highline 대학의 StartZone 프로그램을 통하여, 당신은 사업을 일으켜 나가면서 
영어를배울수있읍니다. StartZone 은 남부 King County 주민들에게 사업훈련, 자문, 
다른지원들을 무료로 제공하고있읍니다.   

StartZone 의 임원들은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언어,그리고 지역의 다면성을 
반영하고있읍니다. StartZone 의 고객, 삼분의 이  이상이 유색인종이거나 최근 
이민자들입니다. StartZone 은 수익성있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분의 
사업을구축하는데 여러분을 도와 드릴 수있읍니다. 

추가 알아보기:
startzone.highline.edu
startzone@highline.edu 
(206) 592-3388
장소: Highline’s main campus, Campu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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