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E 소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어교육 전문학교

특별한 영어 학습 기회®

♦♦최고의 수업을 위한 노력

♦♦도전정신과 동기를 부여하는 교과과정 제공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능력, 요구, 목표를 갗추고 학생들이 NESE를
찾아오는 것을 인정
♦♦따뜻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의 중요성 이해
♦♦각 학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

♦♦친절과 열정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정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언어 학습은 불완전하다는
인식
♦♦영어 학습의 좋은 기회를 만드는 사업

years

철학

NESE 이사회는 교육,
예술, 비즈니스, 과학
분야의 성공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NESE의 자문으로서
지침, 전문 지식,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며 NESE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Mr. Robert Bier, MBA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수상 경력

♦♦Ms. Hye-Jin Choi, M. Arch.
Yal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NESE는 ACCET 인정 학교이며 TESOL, MATSOL, NAFSA, English USA, IIE, Southern Law Poverty Center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NESE는 독일 Bildungsurlaub와 Saudi Arabian Cultural Mission, 그 외 정부 기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Mr. Brian Buckley,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r. Julio C. S. Dimer, B.A.
Unisinos - School of Social Communication
♦♦Ms. Susan B. J. Dobson,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r. Richard Downing, A.B.
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Mr. Jeff Francois,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r. Mark S. Gurecki,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s. Martha M. Hall,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r. Todd Hannig, M.A.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Mr. John Hartman, M.E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Apprentice Teacher Program
♦♦Dr. Christian Hollenberg, Ph.D.
University of Bonn
MBA;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r. Panos Philandrinos, A.B.
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Mr. Edward B. Quigley,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r. Ian B. Shine, M.D.
Cambridge University

♦♦Mr. Thomas A. S. Shine, M. Arch.
Yal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Ms. Frances Tsakonas, CAS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사진: Rose Lincoln

자문 위원회

♦♦2015 [하버드 대학]
직원이 선정한 하버드 대학 명예상 “Harvard Hero”

♦♦2002년 [MATSOL]
우수 근무 조건상

♦♦2014년 [The Boston Globe & The Commonwealth
Institute]
여성이 이끄는 매사추세츠 조직 Top 100 중 11위

♦♦2001년 [Language Travel Magazine](4월 및 8월)
에이전트 추천 학교 – 미국

♦♦2012년 [ACCET]
인정 갱신 – 만점
♦♦2011년 [Veja Magazine] [Viagem e Turismo
Magazine]
Top 5 영어 학교 – 전 세계
♦♦2010년 [Veja Magazine] [Viagem e Turismo
Magazine]
Top 5 영어 학교 – 전 세계
♦♦2010 [US Center for Citizen Diplomacy]
Top 10 우수 프로그램

♦♦2000년 [Language Travel Magazine]
에이전트 추천 학교 – 미국
♦♦1999년 [Language Travel Magazine]
에이전트 추천 학교 – 미국
♦♦1996년 [Exame]
경영진을 위한 최고의 영어 학습 과정 – 전 세계
♦♦1995년 [Exame]
Top 4 에이전트 추천 학교 – 미국
♦♦1993년 [Language Travel Magazine]
에이전트 추천 학교 – 미국

교육자들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
NESE의 독자적인 접근법은 NESE 창립자(이자 현
학장)가 하버드 대학 교육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수행한 교육 연구와 분석 결과에 기반합니다.
그녀의 효과적인 학교 및 수업 환경에 대한 연구는
최고의 교실 수업에 대한 헌신,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

Martha Hall, Ed.M.,
하버드 대학
NESE 이사

Ashim Shanker, Ed.M.,
하버드 대학

각 학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 각 학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구와 목표를 인정하며 지도하는 학교인 NESE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NESE 학장

Anna Shine, Ed.M.,
하버드 대학

NESE 창립자 및 학장

교육자
사진: Rose Lincoln

NESE의 맞춤형 언어 습득 방법
우수한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에 관계 없이 최고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한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NESE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최고의 교육진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각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ESE는 각 학생을 맞춤별 학습 스타일, 요구, 목표를
가지는 개인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인 NESE 맞춤형 언어 습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NESE는 탁월한 지식을 갖춘 헌신적인 교사들과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교직원팀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Alex Sandro Dos Santos Bastos | IT 전문가, 브라질

이 방법은 4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 NESE
♦♦ 개인

능력 평가

맞춤별 학습 속도

♦♦ 개방적

분위기의 상담

♦♦ 지속적인

레벨 재평가

각 학생의 학습 레벨, 문화, 나이, 특정 요구에 관계 없이 NESE
의 맞춤형 언어 습득 방법은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각 학생의 요구를
지원합니다.

방법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NESE 교과과정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세요. NESE는 따뜻하고 친절한 곳이라 정말 편해요.”

Ece Gundogan | 토목공학부 학생, 터키

아카데믹 영어 수업

선택적(1) & 방과 후 수업(2)

모든 NESE 학생은 문법 및 숙어, 대화 및 듣기, 읽기
및 쓰기로 구성된 아카데믹 영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각 10개 레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1개 레벨을 이수하는 데 1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어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NESE 입학생은 10개월 안에 NESE 10-레벨 전체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레벨 10을 이수한 학생은
광범위한 전문 및 교육 환경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인텐시브 TOEFLⓇ 준비, 비즈니스
영어, 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 영어, 법률 영어, 발음,
대입 준비, 직장생활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 선택적 및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규 수업과
선택 수업을 조합하여 자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반 학생은 Harvard
Extension School(2) 및 다른 컬리지에서 관심 분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수업 - 무료.

(1)

방과 후 수업 - 추가 수업료 적용.

(2)

레벨
교육 과정

1

2

3

4

5

6

7

8

9

10

인텐시브 TOEFL 준비
Ⓡ

비즈니스 영어
전문가 과정 학생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법률 영어
대입 준비
직장생활 커뮤니케이션
기관 TOEFLⓇ 시험
발음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어휘
읽기 및 쓰기
대화 및 듣기
문법 및 숙어

교과과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NESE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Heinz Hawreliuk | 사업가, 독일

NESE는 전문가 과정 학생이 해외 교육 과정을 이수할 때
언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특수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업, 교사 유형, 활동, 숙소, 컴퓨터실, 라운지는
전문가 과정 학생의 학습 방식, 한정된 시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NESE는 전문가 과정 학생의 목표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일정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정규 인센티브 또는 세미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
♦♦NESE의 비즈니스 영어, 법률 영어, 발음, TOEFLⓇ 준비와 같은
특별 수업 제공
♦♦개인 지도
♦♦특수반 수업
♦♦위 수업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수강

교육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저는 멋진 영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NESE를 추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천할 것입니다.”

Bander Alnogaithan | 변호사,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학생들이 미국 대학, 단과대학, 대학원 진학을 열렬히
원하기 때문에 NESE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침을 제공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 수업인 TOEFLⓇ 준비 수업과 방과 후 대입 준비
수업 외에도, NESE는 상위급 학생들에게 매달마다 기관 TOEFLⓇ
시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전망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NUP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NUPS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NESE는 최고 중의 최고의 학교입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대학원이나 대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NESE
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Gulnara Ilyassova | 변호사, 카자흐스탄

NESE는 미국 단과대학 및 대학에 진학하려는 NESE 학생들에게
개인별 지도(NUPS)를 제공합니다.
NUPS의 목표는 학술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과 개인적 요구 및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전체 지원 과정에서 지원, 도움,
지침을 제공합니다.
NESE의 다년간의 대입 상담 경험은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쉽게 지원할 수 있고 또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NESE 학생들은 NESE의 NUPS 서비스와 NESE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워크샵, 교육 과정, 프로그램 덕분에 다양한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NUPS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학습 과정을 극대화하는 환경
캠브리지: 흥미진진한 대학의 도시

하버드 스퀘어:
입지
NESE는 하버드 대학에 인접해
있으며 찰스 강에서 도보로 몇 분
밖에 걸리지 않는 캠브리지의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합니다.
하버드 스퀘어는 학생 활동의
중심지이자 미국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학생 센터
중 한 곳입니다. 학생의 요구와 여가
생활에 이상적인 “The Square”에는
카페, 레스토랑, 서점, 부띠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대학 강의실이고 길을 건너면
고전 영화관과 최신 영화관이 있고
주변에는 극장과 콘서트장이 있으며
거리와 공원에는 음악이 연주됩니다.

캠브리지 시는 세계 최고의 두
대학이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과 교수가 모인 중심지인 하버드
대학과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고향입니다.
학기 중(9월~5월)에는 30만여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어우러진 문화, 전통, 역사,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NESE 학생들은 하버드 스퀘어의 좋은 입지 덕분에 인근 대학들의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Eva Du | 피부과 전문의, 중국

보스턴: 뉴잉글랜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보스턴에서는 대형 박물관과 야외
예술 공연, 조용한 공원과 활기
넘치는 밤 거리,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즉흥 재즈 그룹,
유적지와 선도적인 하이테크 회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
대학이 지원하는 강의, 영화, 콘서트,
놀이,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의
수많은 맛집들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에 대한 열정과 미래를 위한
폭넓은 안목을 키워줄 학습 분위기를
즐겨 보십시오.

관심사가 무엇이든지간에 하버드
스퀘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Logan
International
Airport

Harvard University

NESE

CAMBRIDGE
M.I.T.

BOSTON

위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각 학생 유형에 맞는 다양한 숙소 유형
NESE는 학생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숙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숙소에서
불편을 느끼면 수업에 열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ESE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숙소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주력합니다. NESE는 미국식 홈스테이(1인실, 조식
및 석식 제공), 전문가 과정 학생과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기숙사(1인실 또는 2인실 중 선택, 조식 및 석식 제공).

“NESE에서 학생들 뿐 아니라 멋진 교직원들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친절하고 멋진 사람들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Alice Macedo | 학생, 브라질

NESE의 높은 표준에 맞게 고안된 이 모든 옵션들은 집을
떠나 온 유학생들에게 편안함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NESE의 이상적인 입지와 마찬가지로 NESE 숙소 시설은
대중 교통과 보스턴 명소에 가까운 매력적이고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합니다.
NESE는 입학생이 고국을 출발하기 전에 모든 숙소
시설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미리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전에 보스턴
지역을 미리 알아 보고 NESE에서의 첫 날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숙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미국 문화 경험의 시작
NESE에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NESE는 주간 영화 파티, 클럽

활동(NESE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은 “공개 토론 클럽”입니다),

NESE의 언어 파트너 프로그램, 보스턴 박물관, 영화관, 스포츠

행사 여행, 근처 유명 유적지, 대학, 현지 기관 방문과 같은 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기타 명소로의 주말
여행도 자주 기획됩니다.

“NESE에서의 영어 공부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최고로 전문적이고 학문적이며 맞춤화된 학습
경험이었어요.”

Karem Ivette Lora Kesie | 변호사, 콜롬비아
♦♦ 학생

및 전문가 과정 학생 클럽

♦♦ 언어

파트너 프로그램

♦♦ 초빙

강연 프로그램

♦♦ NESE의
♦♦ 헬스

당일 및 주말 여행

클럽 멤버쉽

NESE에서의 생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WWW.NES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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