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안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유학생활을
35년이상의 영어교육의 역사를 지니며, 유럽학생들로 부터 다년간 인정받아 온 CEL은, 소수인원제 클래스를 운영하며
가족과 같은 환경과 학습분위기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L에서 캘리포니아 라이프를
만끽하며, 영어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껏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CEL은 어떤 어학교?

About
CEL

①10명이하의 소규모 클래스

②이상적인 국적비율을 유지

한 클래스 인원수를 1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발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중시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CEL에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학습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클래스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③유학생 중 약 60%가 유럽학생

④이동이 용이 한 곳에 위치

CEL은 스위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
터키 등 서유럽 유학생들이 약 60% 재학하는
학교입니다. 유럽학생의 97%가 지인,친구에게
CEL을 추천한다고 앙케이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다운타운교는 도심중심에, LA
산타모니카교와 샌디에고 퍼시픽비치교는
해안근처에 위치해 있어, 버스와 트롤리등의
교통수단 이용이 편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합니다.

⑤학생들 요구에 맞춰 소개 가능한
다양한 체재지 확보

⑥충실한 서포트 환경

CEL이 소개드리는 체재지는 홈스테이,
쉐어아파트, 레지던스등 종류가 다양하여
학생들 요구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는 CEL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호스트패밀리도 많아, 안심하며 체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스텝이 친절하게 가족처럼 서포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유학생을 위한 현지
서포트사무국(SKYUS)도 있어, 안심하며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CEL대표 메세지
개교 이래 약 35년간, 세계 각국에서 온 약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CEL에 입학하여 영어공부를 하였습니다. 40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CEL에서 공부했습니다. 저희CEL은 단순히 영어만을 교육하는 곳은 아닙니다. CEL에서의 공부는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큰 어드벤처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있습니다.
CEL의 강사와 스텝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일 높은 목표를 세워 진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 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영어학습, 가족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 소수인원의 반배정, 미국문화체험의 기회제공등은 저희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며, 유학생 여러분들로부터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히 평가받아, 30년이상 학교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CEL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과도 미래의 CEL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

College of English Language대표 Patrick Himmel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