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표는 각 연수 지역 및 영어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성수기 기간 중 미국 내 그룹 영어과정 학교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 카플란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contact-us/form 

청소년 및 그룹
영어과정

카플란에서의 영어교육은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도시, 참여하는 활동, 방문하는 곳곳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카플란은 다양한 야외활동과 이벤트, 주말여행 등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여가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플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업기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카플란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청소년 영어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보드를 
비롯하여 최신식 교육 시설을 갖춘 모던한 교육 
환경에서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카플란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드립니다.

카플란 안전수칙

✓✓ 검증된 교사진과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호스트 패밀리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이용 가능 

✓✓ 강사 1명 당 담당하는 학생 비율 1:15  

✓✓ 각 학교별 훈련된 응급처치 요원 배치

✓✓ 높은 유럽 학생 비율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학생 안전 및 복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aplan.to/teens-safety

캐나다

카플란 프로그램에 맞춰 

재미있게 공부하고 방과 

후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Giulia

KAPLAN 
학생의 하루 

Kaplan은 연중 상시 요청에 따라 그룹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학 또는 단체에서 원하는 주제와 필요한 
사항 등에 맞춘 맞춤식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그룹 영어과정 
성수기 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 다양한 도시에서 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영어과정을 제공합니다. 

비성수기 그룹 영어과정 
비성수기 기간 중 각 단체에 특성 및 요청에 맞춘 영어과정을 
제공합니다. 영어과정 과목, 시간표, 소셜 프로그램 및 숙소 
등 원하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영어과정 제공 도시 

그룹 영어과정 
프로그램

8AM 아침식사

영양가 만점의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할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홈스테이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공용 주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커피와 토스트를 곁들인 아침식사를 즐기며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9AM-12PM 수업시간

친절한 선생님과 함께 연수를 받는 도시의 명소, 역사 음식 등을 
영어로 학습하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PM 방과 후 활동

홈스테이 가족이 준비한 도시락 또는 기숙사에서의 점심 식사 
후 연수 도시의 명소 및 관광지를 방문하여 수업 때 배운 영어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바스에서 고대 로마 유적지를 거닐거나 샌디에고의 해변가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 1회 전일 여행 

주 1일은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런던 아이, 나이아가라 폭포, 디즈니랜드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유명 관광지에서 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영국
미국

¢  더블린

¢  맨체스터

¢  샌디에고 

¢  로스앤젤레스 

 
 

¢  바스 

¢  본머스 

¢  캠브리지

¢  에딘버러

¢  토키

¢  토론토

¢  밴쿠버

¢   비성수기   ¢   성수기   ¢  성수기, 비성수기 (그룹 신청에 한함)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

카플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young-learners



6다른 나라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경험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Kaplan의 깊이 있는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숙사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기숙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평생 가는

우정을 쌓으며 문화 체험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기숙사 관리 

직원이 함께 거주하며 

훈련된 요원이 안전 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인의 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며 현지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거쳐 통과된 

홈스테이 가정은 Kaplan 숙박 

전담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점검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KAPLAN 을 
선택하는 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
Kaplan의 숙박 전담팀은 여러분이 마치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학생 기숙사와 엄격한 기준 아래 
선정한 엄선된 숙소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펼쳐진 학교
Kaplan영어학교는 전 세계 21개 
이상 주요 도시의 활기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학업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25년 이상 수많은 
청소년들을 교육해온 경험과 
검증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업과 교재 
Kaplan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과정 전문 교재인 K+ Teens
을 사용합니다.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 매주 그룹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영어를 학습합니다. 

안전한 학생 관리  
각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배치되며 24시간 학생 관리 
서비스로 안전한 학업 및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밴쿠버
날짜: 7월 8일-8월4일   
연령: 만 12세-18세 

밴쿠버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웅장한 

로키산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밴쿠버 영어학교는 해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도심 중심 롭슨 거리 다음 

블럭에 자리하여 최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Santiago

토키
날짜: 6월 10일-8월 18일   

연령: 만 12세-17세 

아름다운 해변가로 가득한 영국의 

해안 도시인 토키는 늘어선 

야자수와 분주한 항구 풍경이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맛있는 

해산물 요리와 레스토랑이 있는 

도시로 매년 선정되고 있으며 

인근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 

자전거나 하이킹을 즐기거나 

바닷가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키 청소년 

영어학교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로스앤젤레스
날짜 : 6월 16일-8월 4일 

기간 중 그룹 신청 가능   
연령: 만 12세-18세  

LA 위티어 칼리지 영어학교는 

아름다운 해변, 테마파크, 

쇼핑센터가 근처에 위치하며 

디즈니랜드 및 산타모니카 비치 

방문 등의 소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LA 위티어 컬리지 캠퍼스 건물을 

사용하며 미국 칼리지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실 수 있으며 

수영장을 포함한 캠퍼스 내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 기숙사 

바스
날짜: 6월 10일-8월 18일   

연령: 만 12세-17세   

바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저명한 관광 

명소와 우아한 건축물로 가득하며 

로열 크레센트의 조지안 양식 

건축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스 영어학교는 시내 중심의 

상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숙소 : 홈스테이

샌디에고
날짜: 6월 24일-8월 18일   

연령: 만 14세-18세

샌디에고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지닌 해변 도시이자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최적의 어학연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식도락 도시로 맛있는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씨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주요 명소가 

즐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영어학교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토론토
날짜: 연중상시 요청에 따라 

그룹 신청 가능  

연령: 만 14세-18세 

토론토는 싱그러운 자연, 

아름다운 항구를 지닌 캐나다    

제1의 도시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및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한 곳인 

CN타워 방문 등 흥미진진한 

액티비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카플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young-learners

홈스테이를 선택한 이유는 

홈스테이 패밀리와 매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에요.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홈스테이 

패밀리덕분에 있는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Anna

청소년 영어과정 
제공 도시



6다른 나라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경험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Kaplan의 깊이 있는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숙사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기숙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평생 가는

우정을 쌓으며 문화 체험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기숙사 관리 

직원이 함께 거주하며 

훈련된 요원이 안전 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인의 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며 현지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거쳐 통과된 

홈스테이 가정은 Kaplan 숙박 

전담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점검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KAPLAN 을 
선택하는 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
Kaplan의 숙박 전담팀은 여러분이 마치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학생 기숙사와 엄격한 기준 아래 
선정한 엄선된 숙소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 펼쳐진 학교
Kaplan영어학교는 전 세계 21개 
이상 주요 도시의 활기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학업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25년 이상 수많은 
청소년들을 교육해온 경험과 
검증된 학업 성취도에 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업과 교재 
Kaplan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과정 전문 교재인 K+ Teens
을 사용합니다.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 매주 그룹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영어를 학습합니다. 

안전한 학생 관리  
각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배치되며 24시간 학생 관리 
서비스로 안전한 학업 및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밴쿠버
날짜: 7월 8일-8월4일   
연령: 만 12세-18세 

밴쿠버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웅장한 

로키산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밴쿠버 영어학교는 해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도심 중심 롭슨 거리 다음 

블럭에 자리하여 최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Santiago

토키
날짜: 6월 10일-8월 18일   

연령: 만 12세-17세 

아름다운 해변가로 가득한 영국의 

해안 도시인 토키는 늘어선 

야자수와 분주한 항구 풍경이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맛있는 

해산물 요리와 레스토랑이 있는 

도시로 매년 선정되고 있으며 

인근 다트무어 국립공원에서 

자전거나 하이킹을 즐기거나 

바닷가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키 청소년 

영어학교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로스앤젤레스
날짜 : 6월 16일-8월 4일 

기간 중 그룹 신청 가능   
연령: 만 12세-18세  

LA 위티어 칼리지 영어학교는 

아름다운 해변, 테마파크, 

쇼핑센터가 근처에 위치하며 

디즈니랜드 및 산타모니카 비치 

방문 등의 소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LA 위티어 컬리지 캠퍼스 건물을 

사용하며 미국 칼리지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실 수 있으며 

수영장을 포함한 캠퍼스 내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 기숙사 

바스
날짜: 6월 10일-8월 18일   

연령: 만 12세-17세   

바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입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저명한 관광 

명소와 우아한 건축물로 가득하며 

로열 크레센트의 조지안 양식 

건축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스 영어학교는 시내 중심의 

상점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숙소 : 홈스테이

샌디에고
날짜: 6월 24일-8월 18일   

연령: 만 14세-18세

샌디에고는 연중 온화한 기후를 

지닌 해변 도시이자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최적의 어학연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식도락 도시로 맛있는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씨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주요 명소가 

즐비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영어학교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토론토
날짜: 연중상시 요청에 따라 

그룹 신청 가능  

연령: 만 14세-18세 

토론토는 싱그러운 자연, 

아름다운 항구를 지닌 캐나다    

제1의 도시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및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한 곳인 

CN타워 방문 등 흥미진진한 

액티비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카플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young-learners

홈스테이를 선택한 이유는 

홈스테이 패밀리와 매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에요.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홈스테이 

패밀리덕분에 있는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Anna

청소년 영어과정 
제공 도시



*시간표는 각 연수 지역 및 영어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성수기 기간 중 미국 내 그룹 영어과정 학교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 카플란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contact-us/form 

청소년 및 그룹
영어과정

카플란에서의 영어교육은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도시, 참여하는 활동, 방문하는 곳곳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카플란은 다양한 야외활동과 이벤트, 주말여행 등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여가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플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업기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카플란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만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청소년 영어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보드를 
비롯하여 최신식 교육 시설을 갖춘 모던한 교육 
환경에서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카플란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드립니다.

카플란 안전수칙

✓✓ 검증된 교사진과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호스트 패밀리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이용 가능 

✓✓ 강사 1명 당 담당하는 학생 비율 1:15  

✓✓ 각 학교별 훈련된 응급처치 요원 배치

✓✓ 높은 유럽 학생 비율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학생 안전 및 복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aplan.to/teens-safety

캐나다

카플란 프로그램에 맞춰 

재미있게 공부하고 방과 

후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Giulia

KAPLAN 
학생의 하루 

Kaplan은 연중 상시 요청에 따라 그룹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대학 또는 단체에서 원하는 주제와 필요한 
사항 등에 맞춘 맞춤식 영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그룹 영어과정 
성수기 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 다양한 도시에서 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영어과정을 제공합니다. 

비성수기 그룹 영어과정 
비성수기 기간 중 각 단체에 특성 및 요청에 맞춘 영어과정을 
제공합니다. 영어과정 과목, 시간표, 소셜 프로그램 및 숙소 
등 원하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영어과정 제공 도시 

그룹 영어과정 
프로그램

8AM 아침식사

영양가 만점의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할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홈스테이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공용 주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커피와 토스트를 곁들인 아침식사를 즐기며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9AM-12PM 수업시간

친절한 선생님과 함께 연수를 받는 도시의 명소, 역사 음식 등을 
영어로 학습하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PM 방과 후 활동

홈스테이 가족이 준비한 도시락 또는 기숙사에서의 점심 식사 
후 연수 도시의 명소 및 관광지를 방문하여 수업 때 배운 영어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바스에서 고대 로마 유적지를 거닐거나 샌디에고의 해변가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 1회 전일 여행 

주 1일은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런던 아이, 나이아가라 폭포, 디즈니랜드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유명 관광지에서 친구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영국
미국

¢  더블린

¢  맨체스터

¢  샌디에고 

¢  로스앤젤레스 

 
 

¢  바스 

¢  본머스 

¢  캠브리지

¢  에딘버러

¢  토키

¢  토론토

¢  밴쿠버

¢   비성수기   ¢   성수기   ¢  성수기, 비성수기 (그룹 신청에 한함)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 (070-4681-2584) 또는

카플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kr/young-lear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