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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세요!
LCI 어학 센터는 미국 주요 도시들에 위치해 있으며, 수준 높은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CI 어학센터 소개
LCI는 1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내 최고의 어학원 중에 하나이며, 
영어어학프로그램 인가위원회인 CEA의 인가를 받은 
어학원 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일반 영어과정
대학입학 영어과정
경영자 영어과정
시험 준비과정

대학들과 협력관계 체결 
LCI 어학센터는 미국 안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협력관계 대학들은 LCI 에서마지막  7단계까지, 모든 레벨을 
마친 학생들에게 TOFEL이나 IELTS 점수 없이도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홈스테이 도우미 – LCI 는 학생들이 미국 가정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가족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활동 – LCI 어학센터는 학생들의 영어 향상을 돕고, 그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구경기 관람, 래프팅, 
비즈니스 강의 등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LCI 어학센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시험기관 – LCI 어학센터는 TOEIC과 iTEP 시험을 
주관하는 공식 시험기관 입니다. 

LCI 학습 게런티! 
LCI 어학센터는 당신의 어학실력이 향상될 것을 보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처음 영어실력에서 아무런 향상이 없다면,  LCI 어학센터는 
무료로 필요한 수업이나 다른 지원을 제공 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CI 웹싸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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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소개t
해수면으로 부터 1,609 미터, 즉 1 마일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일 하이’ 도시라고 불리는 덴버는 락키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 입니다.  덴버 메트로 지역에는 13개의 대형 
쇼핑센터들과, 8개의 프로 스포츠팀, 15개의 대학과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예술공연장이 있습니다.  덴버는 
친절한 도시 사람들과, 고학력의 노동력, 느긋한 분위기, 
그리고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덴버는 습도가 적은 쾌적한 기후를 보이며,  보통 
샌디에고나 마이에미 보다도 더 일년내내 해가 나는 일 
수가 많은 도시 입니다.  사람들이 죠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하는 것을 일년내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는 가장 건강한 도시들 중에 하나로 뽑히곤 합니다.  
하지만, 덴버에서 유명한 것은 안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 입니다.  덴버는 락키산맥이 
있고, 높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산과 관련된 다양한 
엑티비티를 할 수 있는 ‘관문’ 과도 같은 곳 입니다.  
즉, 스키, 래프팅, 산악 자전거 타기, 하이킹등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하기에 최적의 도시 입니다.       

덴버 LCI 어학센터 소개
덴버 LCI 어학센터는 덴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I-25번 
고속도로와 가까운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덴버 
다른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학센터의 건물에는 15개의 클래스룸과, 
컴퓨터랩, 학생 라운지, 테이블과 파라솔이 놓여 있는 
발코니가 있고,     

LCI 어학센터 바로 근처에는 덴버 다운타운이나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과, 경전철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나라 레스토랑들과, 미국식 레스토랑, 
영화극장, 식료품 마켓, 옷 가게 등등이 있는 큰 길과 불과 4
블럭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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