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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 미션
MLC 의 미션은 영어 및 미국 문화의 교육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강생들이 
대학교, 직장 및 개개인의 목표성취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MLC는 수강생과 
직원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대합니다. MLC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션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생 커뮤니티
 50 여개 국적, 다양한 연령대와 학업목적을 
 지닌 학생 커뮤니티

n 수준높은 강사진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다년간의 경력을 지닌 
 TESOL 인증 강사진

n 참여유도식 정밀한 커리큘럼
  각 단계별 맞춤 지도

n 미국 문화 체험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앤아버 위치

MLC 소개
Michigan Language Center (MLC)는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년간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8년 개원 이래  50여개국 5만명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습니다. 
 n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입학
 n 직장에서의 영어능력 향상
 n 미국 원어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n 미국 문화 체험 

MLC는 미국국토안보부의 학생 및 
문화교류프로그램Homeland Security’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승인 기관으로 “I-20 비이민 
학생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기관에서 발급받은I-20 인증서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F-1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앤아버 소개
MLC 는 미시간주 앤아버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 건너로 
미시간대학교 센트럴캠퍼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앤아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번화한 도심
 • 대학가
 • 안전한 환경
 • 풍부한 놀거리 및 식당들 
 • 다양한 문화 및 예술
 • 스포츠 
 • 편리한 교통
 • 아름다운 사계절

livability.com 은 앤아버를 2018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미시간대학교, 도요타, 현대, 구글 
등 유수 기업 및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아름다운 앤아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0년
영어교육경력

#1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000
 전 세계에 있는 ‘졸업생’

50 여개국의 
다양한 
수강생



MLC에서 제공하는 영어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 물론 발음교정 등의 
분야를 수강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 후 교육합니다. 초급부터 고급 
각 단계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n   영어집중프로그램 
   (주 20시간 영어교습 제공)
	 n   TOEFL & IELTS 대비
	 n 대학영어
	 n  직장 영어, 회화, 프레젠테이션, 읽기, 

쓰기
	 n   생활영어, 회화, 읽기, 쓰기

MLC는 파트너 대학들과의 협약을 통해 
우수한 성적의 수강생들에게 TOEFL/
IELTS 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LC에서 고급레벨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MLC의 대학레벨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은 파트너 대학에 
조건부 입학을 허가합니다. 

영어 프로그램 University Pathway University Pathway 의 장점
n  대학교에서 비싼 

영어집중프로그램을 수강할 
필요없이 MLC 에서의 영어 수강을 
통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n  MLC 파트너대학에 지원할시 TOEFL/
IELTS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  파트너 대학 선정 및 지원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너 대학 목록 및 자격요건은 MLC 웹사이트 englishclasses.com 를 
참고바랍니다.

영어 회화와 작문에 자신이 없었는데, MLC에서 공부 하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 되었어요. MLC
는 수업의 질도 좋고, 수업 이외에도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서 도움이 많
이 되었어요.

-데비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Concordia University
• Eastern Michiga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Kansas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Dayton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University of Michigan- Flint
• University of the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MLC 파트너 대학 일부:



수강비용
연간 10 10번의 세션이 제공되며 각 세션당 23일의 수강일로 구성됩니다.  
아래의 수강비용은 각 세션당 비용입니다.

전문영어
미시간 남동지역이나 앤아버에 거주하는 직장인 혹은 학계 종사자들과 단기로 
앤아버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전문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시면 MLC로 오세요. 
MLC의 영어집중프로그램 (종일반 혹은 파트타임)의 말하기 듣기 및 발음교정 수업을 
통해 전체적인 실력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MLC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혹은 소그룹 수업 또한 제공합니다. 모든 강의는 
다년의 전문영어 강의경력을 지닌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이들 MLC의 강사진은 Toyota 
Motor Company, 중중 ICBC,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등 글로벌기업 및 
기관들의 임원진을 대상으로한 강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MLC 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은 AACET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기관이나 회사
들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영어집중프로그램* 
주 20시간: $1350

파트타임프로그램
주 4시간: $375
주 6시간: $450
주 10시간: $825

교재: 약 $150
교재비는 등록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소
숙소 관련 정보와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MLC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기타 비용:
University Pathway: $250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종일프로그램
에 등록해야합니다.
** 초급반은 주 4시간 및 주 6시간 등록이 불
가합니다.

등록 방법
영어집중반 등록: 
Englishclasses.com/application 통해 온라인 
등록

University Pathway 문의:
웹사이트의 “University Pathway Inquiry Form” 
양식 이용

전문영어반 문의:
웹사이트의 “Professional Inquiry” 양식 이용

MLC 정말 추천합니다. 영어 배우고 친구 여러나라 친구 사귀 실 분 여기 선택하시면 후회 안하
실 거예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미시간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안전하고 외국인들에
게 굉장히 다들 친절합니다. 여기직원과 친구들 한국와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사람들
이 좋습니다. 영어배울겸 어학연수 가실 분들, 미국 경험하실 분들 추천 드려요

—이정원

전문영어 등록 절차

전문영어 등록에 앞서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의 영어능력 평가와 수강 목적을 알아보
기 위한 상담시간을 가집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수강생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표 및 반
이 배정됩니다.

수강 시간 및 반은 세션마다 바뀝니다. 가장 최근 정보를 원하시면 MLC 웹사이트를 방
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기업이나 기관 차원 단체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맞춤식 강의가 제공 가능합니다. 단체 수
강에 관심이 있으시면 ML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진
Ira Fisher
이사장 및 설립자
ira.fisher@englishclasses.com

Moses Lee
대표이사
moses.lee@englishclasses.com

Catherine Murau
학술이사 
catherine.murau@englishclasses.
com

Diane Erickson
인증이사 
diane.erickson@englishclasses.com

Julie Lee 
특수프로젝트이사
julie.lee@englishclasses.com

주소: 715 E. Huron Street, Suite 1W 
          Ann Arbor, Michigan 48104, USA

전화:  +1 (734) 663-9415
팩스:  +1 (734) 663-9623

웹 사이트: englishclasses.com
이메일: info@englishclasses.com

평생교육인가위원회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CCET) 
인가기관 

미국국토안보부 학생 및 문화교류프로그램Stu-
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승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