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집중 프로그램
TSIE (Texas State Intensive English)
www.txstate.edu/ie
TSIE는 Texas State University-San Marcos에 입학, 수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SIE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18세 이상으로 Texas
State University에 입학 가능한 조건을 갖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TSIE는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읽기 및 미국문화
전반에 관한 집중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는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언어 및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며 다양한
선택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언어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로그램 특징 (웹싸이트 www.txstate.edu/ie/about.html)
• 학생수 10명 내외의 소규모 클래스
• 원어민 학생들과 함께 하는 말하기 파트너
• 토플 준비 클래스 (선택)
• 매 학기 TSIE 에서 실시되는 기관 토플 (Paper-based)
• 개별적 학업 성취 관리 및 상담
지원 요령 (아래의 모든 신청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 Texas State University (TSU) 입학허가서
• 졸업증명서, TOEFL 또는 IELTS 점수, 공증 번역된
성적증명서
• TSIE 지원서
• 신청료 $30 (미국달러)
TSIE 지원 관련 추가 문의사항: www.txstate.edu/ie/apply/
howto.html.
온라인 지원: www.txstate.edu/ie/apply.html.

TSIE Pre-Bridge Program

Pre-Bridge 프로그램은 대학 학부 과정 지원자로 iBT 토플
성적이 45-58점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 학생들은 학과 수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한 학기를 full-time으로 집중영어프로그램 (TSIE)
과정에 등록해야 한다. 본 과정은 Texas State University에
조건부로 합격 허가를 받은 학부 학생만 등록 가능하다.

TSIE Bridge Program

Bridge 프로그램은 iBT 토플 성적이 59-77 점에 해당하는
학부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지원자로 학과 수업 수강과
동시에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 등록 학생은 영어집중 프로그램
(TSIE) 수업과 학과 수업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다.

Pre-Bridge
(학부생 대상)

• Full-time 영어집중 프로그램 과정
• 프로그램 지원 가능 점수: iBT:45-48 /
PBT: 450-497 / CBT: 133-170
• 프로그램 이수 기간: 한 학기 ~ 일 년
(여름학기포함)

Bridge
(학부 또는
대학원생 대상)

• 제한적 학과 과정과 영어집중 과정 병행
• 프로그램 지원가능 점수: iBT: 59-77 /
PBT: 500-547 / CBT: 173-210
• 프로그램 이수 기간: 한 학기~두 학기

Full-Time 입학 허가
Full-time으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 TSIE의 최종 과정을 A 또는 B 학점 이상으로 마쳐야
하며, TSIE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학생 모두에게 해당됨)
• iBT 토플: 78점 이상 (모든 영역별 점수가 최소 19
점 이상, 단 writing은 18점 이상); PBT: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 GMAT, GRE, THEA 등 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험 성적
제출
• 모든 학과 수업에서 최소 C학점 이상 (대학 학부
과정), B학점 이상(대학원 석사 과정)
• 모든 영어집중프로그램 (TSIE) 수업을 최종평점 B학점
이상으로 이수
*TSIE 입학은 학생과 Texas State University-San Marcos
간에 이루어진 조건부 입학 동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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