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학 학위 준비
영어 실력 향상
미국 캠퍼스 생활 경험

미국 법률 및 법률 영어 프로그램에는 피
츠버그 법대의 국제 법률 교육 센터(CILE)
와 언어학부의 영어 어학원(ELI)이 협력하
여 미국 외 국가에서 온 법대 학생들을 위
한 4주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합니
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법률 체계 소
개와 영어 훈련, 피츠버그와 주변 지역에
서의 다양한 경험과 여러 활동을 제공합
니다.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23년 이상 국제 
변호사들에게 미국 법률을 교육한 CILE
의 경험, 그리고 50년 이상 전 세계 학생들
의 학업 및 직업 성공 준비를 도운 ELI의 
경험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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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수업은 일주일에 4일(각 주에 총 17시간)이며 다음 
이 포함됩니다.

미국 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법률 수업,  
미국 법률 지침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경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 법 및 소송의 실제 
판례 포함 
미국 법률 용어와 개념을 결합한 말하기 및 듣기 능
력에 초점을 둔 언어 수업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최소 중급 수준 이상
의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교실 외 활동 및 현장학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로펌, 법정, 시청 견학
워싱턴 DC 주말여행
나이아가라 폭포 당일 여행
현지 가정집에서 저녁식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야구 경기
Laurel Highlands의 랜드마크 건축물인 Fallingwater 
방문
피츠버그 주변 리버보트크루즈 

프로그램 일자

체크인: 2019년 7월 7일 일요일
체크아웃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숙소

프로그램 비용에는 피츠버그 대학 캠버스의 2인실 기
숙사가 포함됩니다. (추가요금 지불 시 개인실 이용
이 가능합니다.)

비자

참가자들은 여행 비자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서는 
www.eli.pitt.edu/programs/LLEP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19
년 4월 15일입니다. 수업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협
력대학 학생 및 단체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최소 등
록인원이 미달될 경우 프로그램이 수정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비용

$4500, 수업료, 필수 대학 요금, 특별 프로그램 이
벤트 및 여행, 캠퍼스 내 학생 숙소 포함.
프로그램 비용에는 참가자들의 피츠버그 왕복 
교통비, 비자 발급 비용, 식사, 건강 보험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률 및 법률 영어 프로그램에는 미래 변
호사들을 위한 맞춤 영어 수업 일주일에 8시간
과 법률 지침 수업 일주일에 9시간이 포함되며, 
미국 법률 업무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참여 경험 
등 실질적인 그룹 활동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활동에는 로펌 및 지역 법정 견학, 워싱턴 DC 1박 
여행, 나이아가라 폭포 당일 여행 외 다수가 포함
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동미 최고 국립대학으로 이름을 올
린 피츠버그 대학에서 캠퍼스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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