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SUMMER / WINTER JOB TRAINING USA  

전공 및 직업체험 연수프로그램 제안서 

Grab your future @ CCDC 

스포츠학과 



Washington D.C. 

Program Overview 

연수대학 Columbia College at Tysons, Virginia, USA  

교육기간     2018년 여름/겨울 혹은 연중 총 2-4주 (시작일자 및 기간 조정가능) 

참가대상 대학 재학생 (최소 8명) 

프로그램 스포츠 경영학 관련 직업체험 견학 / 비즈니스영어 / 문화체험 

숙       소 Quality Inn at Tysons Corner  

지하철 Spring Hill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의 

역사적, 문화적 명소들을 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큽니다. Tysons 

메인캠퍼스를 비롯, 메릴랜드 주 Silver Spring 캠퍼스, 버지니아 주 Centreville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ocation 

본교는 미국의 연방교육부 산하 대학 인증기관인 COE의 승인받은 정규 대학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과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으로부터 

학생들의 F-1, M-1비자 신청을 위한 I-20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받았으며, 미 

국무성으로부터 J-1 인턴십 비자신청을 위한 DS-2019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인가받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부터 약 15마일 외곽, Tysons Corner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최고의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안전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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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예상 일정 

Columbia College  03 

월 화 수 목 금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2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3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4 

10:00-16:00 
문화체험 1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5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6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7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8 

10:00-16:00 
문화체험 2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9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0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1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2 

10:00-16:00 
문화체험 3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3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직업체험 견학 14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프리젠테이션 

09:00-12:00 
비즈니스 영어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수료식  

10:00-16:00 
문화체험 4 
 
 
 
 
 
 

 # 토, 일은 자유일정 
세부일정은 요청 또는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총  18,277석  규모에  매년  200개가  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NBA 워싱턴 위저즈와 
WNBA 워싱턴 미스틱스 그리고 NHL 워싱턴 
캐피털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싱턴 D.C. 인근의 스포츠 구단 및 주요업체, 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의 선진화된 

산업동향과 운영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야구장이다. 미국 
메이저 리그 내셔널리그에 소속된 프로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으로 2008년 3월 
22일 개장했다. 기존에 미식축구겸용으로 쓰던 
RFK 스타디움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들이 
제기되면서 설립되었으며, 수용인원은 4만 
1888명이다. 2018년 메이저 리그 올스타전이 
열릴예정이다 

1. Capital One Arena 

4. Nationals Park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있는 야구장이다. 
미국 메이저 리그 아메리칸리그에 소속된 
프로야구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홈구장으로 
1992년 4월 6일 개장했다. 수용인원은 4만 
8188명이다 .  베이브  루스의  고향이  구장 
근처에 있다. 또한 한국국가대표 김현수 선수
가 MLB 선수로 활동한 구단이다 

2. Oriole Park at Camden Yards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있는 다목적 
미식축구  경기장이다 .  N F L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홈구장이다 . 캠던 야즈 오리올 
파크와 인접해 있다 
2009년 7월 24일 첼시와 AC 밀란의 경기가 
열렸고 최초로 표가 매진됐다 

3. M&T Bank Stadium 

전공관련 직업체험 견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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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인근의 스포츠 구단 및 주요업체, 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의 선진화된 

산업동향과 운영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Perennial Sports & 
Entertainment 에이전시. 
200건의 NFL과 NBA 계약을 성사시키고 현재 
100명이 넘는 선수들을 관리중이다 

8. Perennial Sports & Entertainment 

전공관련 직업체험 견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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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der Armour Head Quarter UA 

타우슨대학교는 볼티모어 북쪽에 있는 메릴랜
드 주립대학으로 1866년에 설립된 역사 매우 
깊은 학교이다 
미국의 수 많은 대학들 가운데 스포츠 경영학
과 로 높은 수준(전미35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6. Towson University 

글로벌 퍼포먼스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는 
‘TO MAKE ALL ATHLETES BETTER’를 브랜드미
션으로 ATHLETES의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
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NIKE 브랜드와 1,2위를 다
투는 스포츠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위치해 있다 
대표적인 선수 NBA 스테판 커리 2016 MVP 

George Mason University (Mason)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교외에 위치해 있다.  
학교내에 스포츠 경영 연구소가 있는만큼 매우 
체계적인 스포츠 경영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 (전미 46위) 

7. George Mason University 



워싱턴 D.C. 인근의 스포츠 구단 및 주요업체, 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의 선진화된 

산업동향과 운영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공관련 직업체험 견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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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cks Sporting Goods 

10. 24 hour Fitness 

세계 최대의 헬스 트레이닝 센터. 
미주에 400개 이상의 클럽보유, 24시간 운영. 
본교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4주 어학연수 기간 무료 회원등록 가능 

11. Life Time Fitness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이 가장 고급화된 헬스 
트레이닝 센터로 미 전역에 150여개의 클럽이 
운영중이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가장 
떠오르는 헬스클럽. 24시간 운영 

미주 최대 스포츠 용품 업체 
총 610개의 매장과 다양한 스포츠 용품 판매  

"MSG", "더 메카", "더 가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장“ 
미국 뉴욕 주 뉴욕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현재 NBA 뉴욕 닉스와 NHL 뉴욕 레인저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뉴욕여행 옵션) 

9. Madison Square Garden MSG 



비즈니스 영어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환경이해 + 관련용어, 표현 + 비즈니스 에티켓  

Ti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09:00AM 
10:50AM 

Understanding 
Business Culture 

in the U.S.  

Etiquette in 
Business 

Business  
Phone Call  
in the U.S.  

Business Writing 

Break time (10min) 

11:00AM 
12:00PM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  Daily Time Table 

Craig Markley 

Univ. of Wisconsin 
B.A. in Journalism  
TESOL Certificate 
Special Lecturer 

Univ. of Virginia 
B.A. in Linguistics 
TESOL Certificate 
Special Lecturer 

Jeffrey R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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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다양한 박물관과 유명 장소들을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문화, 예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방문할 

명소들을 미리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운영하여 교육적인 목적을 극대화합니다.   
 

* 학교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White House U.S. Capitol Washington Monument 

Lincoln Memorial 

National Gallery of Art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National Air & Space Museum 

MLB (Major League Baseball) 

▪  New York Trip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여행(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필라델피아 
등)를 연수 일정에 추가할 수 있으며, 전문 
여행가이드의  안내와  연수  프로그램 
담당자의 인솔로 유익하고 안전하게 미국 
동부의 주요 여행지를 관광합니다. 

*추가일정, 비용별도 

▪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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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Quality Inn, Tysons Corner   

Address: 1587 Spring Hill Rd., Vienna, VA, 22182 

Phone: (703) 448 - 8020 

• 편의시설       피트니스 센터 / 라운지 / 수영장 / 세탁실  

• 객실유형       더블룸(2-4인) / 에어콘 / 냉장고 / 커피메이커 등    

• 인  터  넷     무료 와이파이 (Wi-Fi) 

• 서  비  스     조식포함 / 무료 셔틀버스 운행 

• 특이사항      학교 도보 10분 / 월마트 도보 10분 / 지하철 / 안전지역 

호텔 이용자 75% 추천 

호텔 위치  8.1  / 10 

가격대비 가치  7.7 / 10 685 리뷰   7.6 / 10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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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및 영어연수 프로그램 참가현황 

700 여 명의 참가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스페인, 대한민국의 71개 유수 대학 및 기관에서  

총 700여명의 참가자들이 창업연수, 인턴십 및 취업연수, 영어연수,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료하였습니다.  

6 개국 88  개 대학 및 기관     34 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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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연수 프로그램 경력 

• 2018 중국 장춘 광화대학교 교수진 연수 

• 2018 카톨릭관동대학교 청년 창업연수    

• 2017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연수 

• 2017 중국 장춘 광화대학교 임원진 연수     

• 2017 뷰티생활문화연구소  전문가 연수 및 초청전시  

• 2017 삼육보건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6 삼육보건대학교 간호, 치위생, 뷰티 취업연수   

• 2016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 연수    

• 2016 안산대학교 글로벌현장학습 (관광영어, 호텔조리학과)  

• 2016 경인여자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6 백석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5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5 안산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5 대구보건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 2015 백석대학교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콜럼비아 칼리지 Main Campus 

국제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담당   

Ian Chung / ianc@ccdc.edu 

Homepage   
www.ccdc.edu  

Facebook  
www.facebook.com/ccdc.edu  

http://www.facebook.com/ccdcedu
http://www.facebook.com/ccd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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