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d.edu

A T L A N T A     H O N G  K O N G     L A C O S T E     S A V A N N A H     e L E A R N I N G

부모님들께,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바나 예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녀가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도록 돕는 일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향후 몇 달간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저희는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시간이 문화적, 사회적, 학업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유학생지원사무실과 SCAD Atlanta 언어 스튜디오와 함께 유학생들에게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SCAD CAPP(문화 및 학업 준비 프로그램, scad.edu/scadcapp)이라는 특별한 
사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들을 위한 4주 동안의 집중적인 학업 및 문화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자녀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SCAD CAPP는 2018년 가을학기 SCAD 신입생만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1학년 
학생들에게 미리 적응할 기회를 주어 학업 성취를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주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문화간 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ESL 언어 교육과 더불어 
SCAD CAPP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 주제의 다양한 필수 강의도 제공합니다:

• SCAD 및 애틀랜타 시에서 제공하는 캠퍼스 안전 규칙과 팁. 
• 은행 계좌 개설.
• 캠퍼스 밖의 안전하고 저렴한 집 구하기 및 임대 계약서 알아보기.
• 미국 휴대폰 서비스 신청.
• 운전면허 또는 조지아주 신분증 발급. 
• 미국 운전 관련 법률 알아보기.

SCAD CAPP의 대표적 효과 중 하나는 모든 참가자가 ESL 분반 시험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CAD CAPP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ESL 분반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많은 
기존 참가자가 4주 동안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개강 이후 성공적이고 창의적 커리어를 향한 여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SCAD 학생이 될 자녀를 위해 이 소중한 기회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려면 지원서를 모두 작성하고 접수비 US$300을
지불하세요. SCAD CAPP 프로그램 학비 잔액 US$3,200는 2018년 6월 25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참가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pmay@scad.edu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Peter May
Director for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SCAD Atlan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