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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ndy, Kelvin and the Company

ACE 는 지난 92년부터 25년 이상을 미국대학 연수, 유학, 이민 컨설팅 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는 진취적인 프로그램으로 미국적인 사업을 공
유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학생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초등
학생 연수를 실시하였고, 스포츠 교환프로그램 부터, 지방공무원 연수, 방산
업체 연수까지 기획하였습니다. 교환교수 프로그램 부터 6개월 에서 2년까
지의 시 환경조성 프로젝트를 미국 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특수 교환연수 프
로그램도 있습니다. 토플없이 미국대학 진학이라는 허구성의 프로그램보다
는, 정확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고, 중, 고등학생의 미국 대학 진학
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성적과 적성에 맞는 미국 대학 진학에서, 졸업후 취업
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아시죠. 저
희 회사 미주 대표로 계신 R. Burger 학장님은 20년간 대학 학장으로 재직
하다 은퇴하신 지명도 있는 교육컨설턴트 입니다. 연수일정중 학교 행사일정
의 모든 지도와 감독을 해주실분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소할때 부터, 매일 매
일 학생들의 생활과 안전을 점검해주시고, 영어수업의 일부분도 대학강사진
과 함께 맡아 주실분입니다. 대학교 연수를 마치고, 졸업식에 참여하셔서 수
료증도 직접 수여해주실 예정입니다.학교 생활뿐 아니라, 학생들의 홈스테이 
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학생들의 호스트패밀리와의 견해도 해결해주실 
분이십니다. 수년간 연수를 다녀왔던 한국의 고등학교에는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 친숙했던 학생들과의 우정도 다지고, 세미나를 해주시기도 하셨읍니
다. 
 

2.  Epilogue of ACEiM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
ACE 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공헌 회사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 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 부터 사회로 부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끔씩 망각할때가 많습니다. 개
인이나 단체들도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건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다시 기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책임감이지만, 사회의 귀속인 으로서 언젠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책임과 사명감을 갔고 있
는 회사가 사회공헌 회사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 이고, ACE 의 최종 목적 역시 모든것을 사회에 환원
하여 차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도움받고 성장할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Strong Alumni Infrastructure
ACE 의 문화 교류 목적중 중요한 원칙이 강한 졸업생 모임입니다. 한번의 교육이, 한번의 문화 체험이, 한번의 외국 
정경인과의 만남이 추억속의 이력서가 되서는 안됩니다. 한번의 문화교류가 계속 이어져서 평생도록 더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될수 있도록, ACE 가 주축이 되어 튼튼한 졸업생 모임을 유지하며, 서로가 교통하고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 다른 시점의 문화교류나, 또 다른 형태의 투자제안이나, 세대가 바뀐 청치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고 늘 접할수 있
는 단체가 바로 ACE 의 졸업생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견 정치, 투자가가 아시아 국가를 방문 할때에도 자국의 대통령 보다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ACE 의 졸업생 모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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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E Home Stay & Boarding Program 
(홈스테이 와 가디언 프로그램)


5. 미국 취업 창업 직업훈련 취업비자 이민 
(*consult with U. S. Immigration attorney)


6. CNA School, Post Secondary Private Education & Licensing 
(간호보조사 학원, 프라이빗 스쿨 & 라이선싱)

www.CNA.Academy


5. Exclusive Sales & Marketing Authority for Korea 
(한국 독점 세일과 한국 공식 대리인)


6. ESL4Asia & Orion International High School 
(오리온 인터네셔널 사립 학교 한국 공식 대리인)

ESL4Asia and ACE recently went into a successful M. O. U. for 

future projects in both territory of Korea and China. ESL4Asia has 

been recruiting nearly 25,000 students and 500 certified English teachers for Mainland China 
every year n the past 7 years of its own program. ESL4Asia will have English and Culture 
camp through out other Asian countries in the future with join-venture project of ACE by 
selecting venues of World-Expo in Shanghai in Korea.


• 개요 
오리온 인터네셔날 하이스쿨의 한국캠퍼스로 이원화 캠퍼스 인터넷 수업진행

인터넷 컨텐츠 수업을 바탕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사립고등학교 한국 본원 및 체인학원

U.S. Diploma in Korea Program - 한국학교 다니며 미국 사립학교 졸업장 취득

Dual Diploma Program - 미국사립학교와 한국학교  졸업장 취득

Transfer from U.S. Diploma - 미국 사립학교 졸업장으로 한국학교 Transfer

 

• 목적 
한국 분원과 학교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제공 - 외국 명문 학교의 한국 분원으로

인터넷 컨텐츠 제공 및 체인사업화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 장점 
인터넷, 오후클래스, 주말수업, 개인교습으로 기존 한국학생신분및 학교생활 유지

미국 사립학교 입학등록과 미국 상시 출국가능한 입학허가서 제공

차터스쿨, 보딩스쿨, 유학의 장점 유지와 보완

진정한 의미의 Gate Program 및 특기생 개발프로그램

국영수 점수보다, 개인적이고 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업 컨텐츠

UC Prep. School - 캘리포니아 UC 대학 시스템 전형 및 1학년 수업준비

미국 대학진학, ESL, 연수, 유학, 취업, 창업, 이민을 위한 토탈 솔루션

 

7. Gorgeous Culture 
(아시아 인바운드 투어 & 엑스포)


8. Wone Corporation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공식 에이전트)


✓ Counseling Programs in Designated Country for students applying US Colleges

✓ Recruiting Individuals for US Colleges

✓ Recruiting Groups for US Colleges

✓ School Representative for US Colleges

✓ Seasonal Intensive English Program for US Colleges

✓ TESOL Program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

1. Prologue of ACE
ACE 은 다인종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로서 각 분야 전문 경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진 문화 습득이란 구태의연한 목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교육, 문화, 정치와 경재의 교류를 위한 실질적
인 이슈를 선정하여 특수층과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 문화 교류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읍니다. 아시아 국가
와 미국의 교두부 역할을 하며, 누구도 감히 할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 선두 주자임을 자부합니다. 
1992년 부터 실무에 축척된 경험과 인맥 그리고 배경을 바탕으로 특수층과 중견 기업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
기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사회공헌 회사 (Social Responsibility Company) 로 발전할것을 
약속합니다. 

2. General The Program
미국 일반 연수 (Short Term U. S. Abroad Program)

a. 단기 학생 연수 (Short Term ESL Program)
i. 차별화된 초, 중, 고 단기 연수 (Distinguished Global Leadership Program)
ii. Youtube Reference

b. 기업 연수 (Business Exchange Program)
i. 지방 공무원 미국 연수 (MBDA Program)

미국 특수 연수 (U. S. Abroad Special Program)
a. 자폐아 미국 연수 (ASD Program)

i. 친구들의 미국연수 (ASD Program)

비지네스 연수 (Executive Business Program)
a. 고급 경영인 연수 (Executive Business Program)

i. 고급 경영인 연수 (Asian Executive Businessman Program)
b. 투자 합병 및 창업위한 정경연수 (Investment Opportunity Business Program)

i. 미국내 소수민족 발전을 위한 정경 연수 (ACEiM Program)

기업 합병과 기업 평가 (M&A)
a. 해외 및 미국 투자 기업 선정 (Cross Border Investment Opportunities)
b. 기업 합병 (M&A)
c. 기업 평가와 분석 (Business Value Analysis)
d. 외국인 기업 창업 (New Business Establishment)

엑스포와 컨퍼런스 (Exposition & Conference)
a. 세미나와 컨퍼런스 (Seminar & Conferencing)
b. 엑스포와 컨퍼런스 참관 (Invitation of Exposition)
c. 스페샬 이벤트 (Special Event)
d. 기업 기금모금 캠패인 (Business Fund Raising & Campaign)

비지네스 비자와 투자이민 (E-2 VISA & EB5)
a. 비지네스 비자
b. 투자이민
c. 주제원 비자

3. What Else
• e-Commerce Project
• F&B Project
• Commodity Project
• Rare Earth & Commodity Products
• Fashion & Trend Project
• Theme Park & Real Estate Project

http://www.CNA.Academy
http://www.CNA.Acade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