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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세요!
실력을 갖춘 LCI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개인 수업 뿐만 아니라 그룹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LCI 학생들이 최상의 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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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단계까지, 모든 레벨을 마친 학생들에게 TOFEL이나 IELTS 
점수 없이도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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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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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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소개
이백삼십만의 인구를 갖은 휴스턴은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고,  남부의 매력과 대도시적인 분위기를 잘 
조화시켜,  모든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도시 
입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들과 쇼핑센터, 현대적 문화를 
대변하는 예술 작품들,  계속적인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5
개의 프로 스포츠팀, 14개의 최고학습 기관들과 NASA 존슨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고,  

일년내내 쾌적한 날씨를 경험하고, 미국내 다른 10대 
도시들 보다 더 많은 공원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 입니다.  
더욱이, 휴스턴은 해안가와 8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일코스로 바다 여행을 
즐기곤 합니다.  Forbes 잡지에서 휴스턴을 2012년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았다는 건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니죠!     

휴스턴 부시 국제공항엔 세계 여러나라로 부터 들어오는 
직항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하, 두바이, 프랑크프르트, 리마,런던,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파나마시티, 파리, 리오데자네이로, 도쿄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직항으로 들어옵니다. 

휴스턴 LCI 어학센터 소개
휴스턴 LCI  어학센터는 박물관구역으로 유명한 몬트로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13개의 클래스룸, 
컴퓨터랩, 부엌, 꽃과 나무가 함께 있는 야외 발코니가 
있고, 휴스턴 안에서도 가장 친절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몬트로스는 가로수 길과, 여러나라의 레스토랑, 
빈티지숍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I 
어학센터의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세인트 토마스 대학이 
있습니다.   

몬트로스는 지역 예술과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박물관들과 
갤러리들, 문화센터들을 한곳에 모아 놓은, 박물관구역의 한 
부분 입니다.  이 박물관 구역 안에는 19개의 박물관이 
있으면, METRORail 이라는 휴스턴의 경전철 4개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LCI가 있는 3에서 5개 블럭 안에는 휴스턴 
다운타운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과, 경전철역 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들이 있어서 교통이 용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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