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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를 가든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체험하고 일하며 외국인과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해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영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영어를 구사하는 만큼 영어는 더 이상 
영어권 원어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영어를 통해 상호 
연결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곳이 어디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Kaplan이 생각하는 최상의 학습 방식은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Kaplan의 영어 몰입 교육 과정에는 
최정예 교사진과 최신 학습 기술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Kaplan 학교는 활기 넘치고 매일 드라마 
같은 일이 기다리는 뉴욕과 웅장하고 
매혹적인 런던, 황금빛 해변이 저절로 
떠오르는 호주 등 전 세계 6개 영어권 국가의 
아름다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친구와 생활 속에서 자연 
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일이 넘치는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면 영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상상 그 
이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영어 실력이 향후 커리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학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자신감과 독립심을 기르고,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평생 간직할 추억과 우정도 함께 쌓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Kaplan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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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한 걸음 더
Kaplan 학교는 전 세계 6개국에 걸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영어권 국가의 국제 영어 학교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영어 자격증이나 단기 해외 체류, 또는 1년 집중 연수 과정을 희망할 경우, 
Kaplan 영어 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차원이 다른 미래를 선사합니다.

영어 몰입 교육: 
가장 빠른 학습법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어를 더 빠르게 흡수하는 법! 
Kaplan의 모든 영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에 빠져들어, 살아 있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전문가의 수업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150개국의 학생들이 Kaplan
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어학연수 
도시를 누비며 심장을 뛰게 하는 여행과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모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지구촌 한 켠의 환상적인 영어권 
도시에 살다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기회의 언어
해외 근무 또는 어학연수 기회, 소득 증대, 자유로운 여행, 외국인 친구 사귀기 등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합니다.

깜짝 놀랄 사실!
• 전 세계 채용 담당자에 의하면, 영어 실력이 출중한 구직자가 다른 구직자 대비  

30-50% 높은 소득을 보입니다.1

• 글로벌 기업 경영진 70%가 영어에 숙달한 직원을 선호합니다.2

• 세계 유수 대학 10개 중 9개가 영국 혹은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3

영어와 함께라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Kaplan과 함께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영어 실력을 높여 보세요.

1  Cambridge English and QS,  
English at Work: global analysis of  
language skills in the workplace, 2016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mpeting across borders, 2012

3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8, 2018

KAPLAN 학교: 
전문 언어 교육
숙련된 영어 교사는 물론, 소규모 반 편성 및 
고도화된 학습 기술 등, Kaplan 영어 학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의 빠른 영어 실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Kaplan 교직원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력을 쌓은 만큼 누구보다 학생들의 
어학연수 생활을 공감 하고 이해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과 초고층건물, 또한 생기 넘치는 대학 
캠퍼스에 자리잡은 모든 Kaplan 영어 학교는 
스마트보드와 Kaplan만의 독자적인 K+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APLAN 과정: 
성공으로 가는 길
Kaplan 영어 과정은 최소 2주 과정부터 최대 
1년 영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상당 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추가 요청사항에 따라 조율이 
가능합니다. 과정 을 이수할 때마다 개별 영어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Kaplan 수료증이 
발급되며, 해당 수료증은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시험 준비의 명가 카플란에서는 TOEFL®, 
IELTS, Cambridge, GMAT®, OET 등 전 
세계에서 인정 받는 각종 영어 시험에 대비한 
영어 시험 준비 과정도 제공합니다. 어린 학생 
들을 위한 글로벌 캠프 및 주니어 어학연수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KAPLAN 네트워크: 
UNIVERSITY PLACEMENT SERVICE (UPS)
250개가 넘는 Kaplan 연계 칼리지 및 대학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영어권 국가의 학위 프로그램 또는 직업 연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카플란의 UPS는 성공적인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전공 선택부터 입학 
지원에 필요한 절차, 그리고 Kaplan에서의 학습 기간 동안 필요한 영어 수업과 
더불어 학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카플란 학생들은 아카데믹 조건을 충족할 경우, 
Kaplan 연계 대학의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입학이 보장됩니다(특정 
프로그램과 대학 제외). University Placement Service (UPS) 신청은 영어 과정을 
수강하기 전 또는 수강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의 Kaplan 영어 학교에서  
16주 이상 영어 연수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명 이상의 학생
150 여개 국에서매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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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만의 차별화된 특징
Kaplan은 지난 80년간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기회를 창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어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Kaplan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교육기업
카플란은, 1938년 창립자인 스탠리 카플란(Stanley Kaplan)이 뉴욕 브루클린 부모님댁 
지하에 차린 작은 교습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시험준비를 넘어 고등 교육, 영어 교육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창간한 그레이엄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Kaplan, Inc.은 전 세계 굴지의 
교육 사업 및 어학 과정을 자랑하는 세계 1위의 교육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Kaplan은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 및 커리어, 개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Kaplan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모든 결과는 노력의 결과' 
라는 스탠리 카플란의 창립 정신을 따릅니다.

영어권 국가 학교와의 
최대 네트워크 보유

 80년
명문 글로벌 교육기관

97% 
추천

학생

의지할 수 있는 교육기업
Kaplan은 영어 연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어 과정 시작에 앞서, 수업 및 생활비, 보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플란의 공항마중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Kaplan 직원이 공항 
마중부터 숙소 이동까지 동행합니다. 모든 센터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상주하며, 학생과 부모, 관련 
기관과 항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
인생을 뒤바꿀 영어 실력과 평생 기억될 여행 중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Kaplan 학교는 매력이 넘치는 대도시와 유서 
깊은 대학가, 한가로운 해변가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중 여러분이 한번쯤 
가고 싶었던 곳을 선택하세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에는 2
개 이상의 Kaplan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그곳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소도 둘러보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동시에 영어 
실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3
층에 있는 Kaplan 학교에서 숨이 멎을 듯한 시내 전망을 즐길 
수도 있지만,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소호의 낮은 건물 
곳곳으로 펼쳐진 독특한 분위기에서  뉴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여행도 하면서 동시에 영어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는 
것도 뿌듯한 일이지만 그만큼 마음 편히 지낼 곳도 중요합니다. 
Kaplan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현대식 
기숙사와 철저하게 검증된 편안한 홈스테이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1순위로 삼는 기숙사에는 욕실과 개인 주방, 
무료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에서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도 여러분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 
영어 활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카플란 
홈스테이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영어와 떠나는 모험
야생의 섬을 가로지르며 카약을 타고 코알라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며 현지 음식을 만들면서 영어를 배운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Kaplan의 영어 연수는 체험을 통해 얻은 살아 있는 
참교육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교육의 진가를 발합니다. 신나는 
방과 후 활동과 여행은 단순한 재미에서 그치지 않고 영어 실력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어학연수 국가가 
선사하는 멋진 경험을 즐기면서 영어에 한층 더 몰두하게 되고, 
현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쌓으며 체득한 배경지식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스톤헨지에 직접 가보 
거나, 자전거로 금문교를 횡단하거나, 온타리오의 산중턱에서 
스키를 타봤다면, 그것만으로 이야깃거리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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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만의 특별한 학습 시스템
Kaplan은 전문가의 지도가 뒷받침하는 영어 몰입 교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몰입 교육을 위한 현대식 교수법과 최신식 교구, 어디서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빈틈 없는 학습 경험을 선사합니다. 카플란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연수 국가에서 얻게 되는 잊지 못할 경험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결합해 스스로 
활용하고 매일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Kaplan 교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배려심 많고, 헌신적이며, 학생들의 질문과 
고민에 답해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나 도만(Sina Dommann), 
스위스, 토키

KAPLAN 교사들의 열정
Kaplan은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학생에게 귀감이 되고 매사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겸비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Kaplan 교사들은 
생기 넘치고 상호적인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들이 복잡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교사로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소규모 학급에 걸맞게 Kaplan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자에게 맞는 개인별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360도 학습
Kaplan은 수업 교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참신하고 유의미한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최신 
시사 내용이나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접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최신식 교수 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수업 내용과 과제가 
밀접하게 연계된 빈틈 없고 직관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교재 및 
수업 계획과 연동된 온라인 학습으로 
학생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
모든 Kaplan 학교에 설치된 최첨단 
스마트보드로 폭넓은 K+ 교과과정에 
담긴 연습 문제를 실제 상황처럼 연습 
해 볼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컴퓨터실이 아닌,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의 장입니다. 
대다수의 Kaplan 학교 에서는 학생용 
태블릿 PC(크롬북)를 제공 합니다.

K+ 학습 시스템 
전 세계의 교육 공학 전문가들이 모여 고안한 Kaplan의 차별화된 K+ 학습 시스템은 온라인 교육 자료와 
오프라인 수업이 결합된 상호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컨텐츠 기반의 수업을 제공하여 영어 실력 향상과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 습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교재, 온라인 자료 및 클럽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교실에서, 이동 중에도, 심지어 수업이 끝난 뒤에도 영어와 함께 하면서 빠른 영어 실력 향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정을 마친 후에도 K+ Online과 K+ Online Extra를 통해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K+는 CEFR(외국어 능력 국제평가기준)시험에 맞춰 고안되었습니다.

K+ 학습 시스템은 연구 기반 피드백과 그룹 대상 학습법을 접목하여 영어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업에서 K+ 학습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은 새로 배운 
영어를 사용해 보고,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 Online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연습하여 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보다 
유익하고 즐겁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브로 삭스버그(Bror Saxberg), M.D. Ph.D
세계적인 교육 공학자이자 Kaplan K+ 학습 시스템의 창시자

Kaplan만의 독보적인 수업 교재인 K+ 
Course Books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 분야의 최신 동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영어 학습의 길로 
안내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연습문제 
들로 가득 차 있어 차근차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교재가 제공되며,  
총 5권의 수업 교재를 마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화 스터디 클럽은 친구들과 자연스럽 
게 어울리는 동시에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K+ Learning 
Clubs에서는 교사의 지도 하에 
발음을 교정하고, 토론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며, 요리나 사진 찍기 등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특기를 배우면서 
실용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K+ Learning Clubs 활동에는 
독서, 토론, 회화, 실생활 관련 클럽이 
있습니다.

K+ 학습 시스템의 온라인 플랫폼인 
K+ Online에서는 성적 관리, 온라인 
문법 자료 검색, 그리고 수업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정확한 설명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활동 및 게임, 
퀴즈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와 연습 문제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법 및 어휘 연습 문제와 질의응답, 
영상 및 오디오 예시를 통해 학생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개인별 
장단점에 맞춰 K+ Online Extra 구성은 
세부 조정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개인 
계정에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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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집중 영어 과정을 10주 이상 등록 시 Kaplan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보장합니다. 매 10주간 지침에 따라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수행하면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레벨 향상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수업에 임했음에도 목표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4주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성공을 위한 맞춤 전략
Kaplan 영어 과정 레벨은 영어 과정 자체에 맞추기보다 각각 CEFR 기준에 따라 총  
6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평가한 후, 여러분은 평가 결과의 의미와 실력 
향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주를 채워야만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10주보다 빠른 속도로 다음 레벨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초고속으로 향상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주마다 이전보다 나아진 영어 실력을 
보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눈에 띄는 실력 향상
영어 학교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을 
제공하는 영어 학교는 Kaplan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Kaplan은 
여러분의 성취도에 좀 더 집중합니다. 
Kaplan은 여러분이 영어 몇 마디를 
더 배우고 자신감을 약간 얻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Kaplan은 측정 
가능하고 유의미한 실력 향상을 
약속합니다. 10주 이상 공부하고, 최소 
한 단계 이상 영어 레벨을 올려 보세요.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적용 필수 조건] 

• 최소 95% 출석률

• 숙제 및 퀴즈 100% 제출 

• 교내에서 반드시 영어 사용 

• 학생 행동 규범 또는 정책 준수  
(수업시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포함) 

• 추가 4주 학업까지 유효 비자 소지 

• 과정 종강 최소 일주일 전에 학교 
담당자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KAPLAN의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일반 규정 및 조건 적용. 담당자와 확인 혹은 kaplan.
do/gp 링크 참조.

KITE,  
온라인 적응형 평가 방식
Kaplan International Tools for English(KITE)는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온라인 적응형 영어 능력 
평가 방식입니다. 제출한 답안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음 질문이 결정되어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레벨과 학업 목표에 알맞은 반 편성이 
가능하고 학습 기간과 교과목을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KITE는 출국 전, 학교 도착 후, 또한 목표 
레벨 진급 희망 시 응시 가능합니다.

듣기 읽기 문법

평가 방식
KITE는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가 부문별로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평가 방식
회화, 작문 부문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평가자가 
CEFR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작문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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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과정 첫째 날,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KITE 적응형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목표와 필요를 이해함으로써 
레벨에 알맞은 반 편성이 가능하고 학습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5-10주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실력 향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Kaplan의 영어 과정은 CEFR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 레벨에 따라 총 6개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 능력 향상 단계

기본적인 단어와 문구는 알지만, 
어휘력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

 공식 시험 수준
• CEFR A1
• TOEFL® 0–12
• IELTS 3.5–4.0
• CAMBRIDGE 100–120
•  KITE Main Suite (듣기/읽기/

쓰기) 225–274

간단한 회화 및 기본적인 독해, 짧은 길이의 
작문(메모와 편지) 가능.

 공식 시험 수준
• CEFR A2
• TOEFL® 13–36
• IELTS 4.0–4.5
• CAMBRIDGE 120–140 KET
•  KITE Main Suite (듣기/읽기/쓰기) 

275–349

익숙한 주제에 대한 회화 및 장문 
독해, 문단 단위의 간단한 작문 
가능.

 공식 시험 수준
• CEFR B1
• TOEFL® 37–54
• IELTS 4.5–5.5
• CAMBRIDGE 140–160 PET
•  KITE Main Suite (듣기/

읽기/쓰기) 350–424

ELEMENTARY(초급)

LOWER INTERMEDIATE(중하급)

INTERMEDIATE(중급)

0주

10주

20주

복잡한 회화도 충분히 소화 가능 
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해 및 간단한 
에세이 작성 가능.

 공식 시험 수준
• CEFR B2
• TOEFL® 55–74
• IELTS 5.5–7.0
• CAMBRIDGE 160–180 FCE
•  KITE Main Suite (듣기/읽기/

쓰기) 425–499

시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회화도 가능하며, 
복잡한 내용도 막힘없이 설명하고, 라디오나 
TV 방송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주제 이해 
가능.

 공식 시험 수준
• CEFR C1
• TOEFL® 75–91
• IELTS 7.0–7.5
• CAMBRIDGE 180–200 CAE
•  KITE Main Suite (듣기/읽기/쓰기) 

500-534

까다로운 독해도 가능하며, 길고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 가능.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이해하고 표현 가능. 
영어 수준이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까움.

 공식 시험 수준
• CEFR C2
• TOEFL® 92+
• IELTS 7.5+
• CAMBRIDGE 200+ CPE
•  KITE Main Suite (듣기/읽기/

쓰기) 535+

10주
집중영어 과정 기준, 각 단계별 평균 10주 소요

HIGHER INTERMEDIATE(중상급)

ADVANCED(고급)

PROFICIENCY(능숙)

30주

40주

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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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나 실베이라 
(GUILIANA SILVEIRA)
교장, 오클랜드
"월요일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을 맞이하며, 제 소개와 함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하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학생들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때인데, 영어 
실력이 느는 걸 확인할 때만큼이나 
기쁩니다."

데이비드 제이(DAVID JAY)
아카데믹 매니저/UPS 어드바이저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UPS 

어드바이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던지며,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입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리사 홀스워스 
(LISA HOLSWORTH) 
교장, 샌프란시스코 & 버클리

"영어에 둘러 싸여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 놀랍도록 향상 
되는 실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로렌 리바스
(LAUREN RIVAS)
교사, 마이애미
"제 임무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어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Kaplan의 영어 과정은 
간단명료하고 흥미진진 
하며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Kaplan을 통해 언어적 
성장 외에도 개인적으로 
도 크게 성장할 수 있습 
니다."

수업을 통한 빠른 실력 향상, 교실 밖 신나는 모험, 안락한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에서의 편안한 휴식 등 해외 어학연수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Kaplan의 교사 및 교장, 방과 후 활동 
매니저, 숙소 담당 매니저는 여러분의 보람차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plan의 특별한 영어 과정을 이끌고 있는 교직원들을 만나 
보세요.

로사 박(ROSA PARK) 
교장, 시드니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Kaplan을 
찾아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하지만, Kaplan은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평생 함께 
할 우정까지 쌓는 학생들을 
볼 때 뿌듯합니다."

KAPLAN 
교직원 소개

안나 로빈슨 
(ANNA ROBINSON)
교장, 토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학생들을 만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학업, 커리어 면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영국인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만점인 
활기 찬 바닷가 휴양 리조트의 
명성에 걸맞게 Kaplan 토키는 
한층 더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도시를 둘러싼 
해안선, 국립공원과 시내 풍경은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만한 
완벽한 환경입니다."

루크 왓슨(LUKE WATSON)
방과 후 활동 매니저, 리버풀
"학생들이 낯선 도시에 익숙해지고, 또 그곳에서 최고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발렌타인 
데이에 큐피드로 변신하거나 팬케이크 데이에 팬케이크를 
뒤집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제니 피츠제럴드 
(JENNIE FITZGERALD)

학생 지원팀 코디네이터,  
로스앤젤레스

"Kaplan은 학생들에게 제2의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죠. 

학생들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Kaplan 

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원하는 학업 
또는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담 클라크(ADAM CLARK)
학생 지원팀 코디네이터, 토론토
"다양한 활동과 투어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리 아담스 
(HOLLY ADAMS)
교사, 샌디에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 색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Kaplan
처럼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게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리스 쿠초비티스 
(CHRIS KOUTSOVITIS)
교장, 뉴욕
"개강 첫 날, 학생들의 개인별 
학업, 커리어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이 Kaplan의 임무라고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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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공 스토리

지금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KAPLAN 후기가 궁금하다면 
KAPLAN.TO/GOFURTHER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탈리아 
카밀라 보리니 
(CAMILLA BORRINI)
"Kaplan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영어 과정 수료 
후 1년 만에,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회사에 
취업해 현재는 취리히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갈고 
닦은 덕분에 외국으로 나가 
경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어를 구사할 
때의 가장 큰 기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신시아 피오레(CINTIA FIORE)
"아르헨티나에서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Kaplan Business 
School에서 추천한 대로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에서 10주가 소요되는 대학 진학 준비과정을 선택했고, 
중급으로 시작해 고급 단계까지 마쳤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교사분들께서 영어 실력 향상부터 
구직 활동, 호주 생활 적응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실 밖에서 진행된 회화 수업은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애정이 많이 갑니다. 이달의 학생으로 뽑힌 것도 
자랑스러웠고요. 무엇보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를 통해 쌓은 자신감으로 곧장 석사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데보라 고메스 (DÉBORA GOMES)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뉴욕에서 어학연수 경험을 쌓고 
싶어서였어요. 실제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요. 지금은 
코네티컷에 거주하며 온라인으로 
토목 공학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전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자막 없이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쉽게 친구를 사귀고, 
그 어떤 주제에도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 연수를 통해, 좋은 취업 기회를 얻거나 외국에서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도움이 되며, 영어권 대학에 진학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영어 과정 이수 후, Kaplan 졸업생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
김민기(MINGI KIM)
"군 복무 중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채용할 때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 취업을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가 재미있어졌고, 결국에는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나에게 맞는 
과정 선택
목표 기간이 단 몇 주이든, 한 해를 꼬박 투자할 
수 있든, 어학 목표가 무엇이든, Kaplan에서 
여러분의 흥미와 열망을 채워줄 영어 과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경험이 풍부한 
Kaplan 교사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더 빨리,  
자신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에 따른 맞춤 과정
영어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또는 특정 시험 준비, 영어 
구사 능력 극대화,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 
영어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합니다. 
Kaplan에서는 학생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 과정
매주 개강하는 일반영어 과정과 준집중영어 과정, 집중 
영어 과정 중 선택하여 최소 2주간 다양한 레벨에 맞게 
진행됩니다.

학기제 과정
해외 연수라는 인생을 바꿀만한 경험과 함께 어휘를 
늘리고 영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 준비 과정
TOEFL®, IELTS, GRE®, GMAT® 혹은 Cambridge 
시험에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전략, 
자신감을 키워 드립니다. 

비즈니스 영어 과정
직장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가 과정으로 앞으로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토론과 발표, 연설 기법과 더불어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니어 글로벌 캠프
12-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소재의 흥미진진한 여름 캠프 프로그램과 학교 선택 
폭이 넓은 맞춤형 그룹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학교에서 일반영어 과정의 명칭은 방학영어 과정, 
준집중영어 과정의 명칭은 일반영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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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학교에서 준집중영어 과정의 명칭은 일반영어 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소 주당 3시간의 K+ Learning Clubs 스터디 그룹 참여가 필수입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학업 기간
최소 2주에서 최대 52주 (지역별 상이)

매주 개강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개강일

15
 시

간

자유 과정
준집중영어*

이래서 추천합니다
• 자신감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부하는 틈틈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Kaplan의 독자적인 학습 시스템인 K+ 교과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학습 자료인 K+ Online과 K+ Online Extra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

이래서 추천합니다
• 필요한 핵심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영어 공부를 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 Kaplan의 독자적인 학습 시스템인 K+ 교과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수업 구성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보충 학습

학업 기간
최소 2주에서 최대 52주(지역별 상이)**

매주 개강

*오클랜드 학교에서는 일반영어 과정의 명칭은 방학영어 과정입니다.
**일반영어 과정 기간은 대상 국가의 비자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8세 이하 학생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개강일***

15
 시

간

아래 표는 영국 런던 학교의 집중영어 과정 오전반 시간표 예시입니다.
시간표는 학교 및 학업 시기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45-10:15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옥스포드 & 
캠브리지 여행

윈저 & 바스,
스톤헨지 여행

10:15-10: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30-12:00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일반영어 수업

12:15-13:45 선택 과목 수업 선택 과목 수업 선택 과목 수업 선택 과목 수업 K+ Learning Clubs 
/ K+ Online

보충 학습 K+ Learning Clubs 
/ K+ Online

K+ Learning Clubs 
/ K+ Online

K+ Learning Clubs 
/ K+ Online

K+ Learning Clubs 
/ K+ Online

K+ Learning Clubs 
/ K+ Online

ACTIVITY 런던 아이 투어 마담 투소 방문 펍 & 뮤지컬 글로브 극장 방문 템즈 강 크루즈

*첫째 주 월요일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반 편성 테스트 및 환영 투어로 구성됩니다.

 5
.2

5 
시

간
 이

상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학업 기간

개강일

선택 과목 8 레슨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에서 최대 52주

매주 개강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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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5

.2
5 

시
간

 이
상

집중영어
이래서 추천합니다
• 수준 높은 영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여가활동 및 여행을 즐기는 동안에도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Kaplan의 독자적인 학습 시스템인 K+ 교과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학습자료인 K+ Online 과 K+ Online Extra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에 맞는 선택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진학에 필요한 영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 보장 정책
Kaplan은 집중영어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 
에게 10주 마다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레벨 향상을 
보장합니다. 단, 과정 종료 시점까지 목표 레벨에 도달 
하지 못했을 경우, 무료로 4주 수업을 추가 지원합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제공. 일반 규정 및 조건 적용.

교과과정
수업시간
레슨당 45분
학급 정원
평균 12명, 최대 15명
어학 수준
초급부터 고급까지 (12 페이지 참조)
최소 연령
만 16세
지역
86 페이지 참조

자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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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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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선택 과목 8 레슨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집중 학기제 과정 (5, 6개월)

준집중 학기제 과정 (5, 6개월)

영어 실력을 월등히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머무르게 될 도시를 한껏 즐기고 싶다면 학기제 과정이 
적합합니다. 몇 달간 한 곳에 머물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문화와 도시에 적응하다 보면 앞으로의 경력 
개발이나 학업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학기제 과정 (5, 6개월)
이래서 추천합니다
영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지인처럼 해외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학기제 과정을 추천합니다.  
5-6개월간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영어에 푹 빠져 지내다 보면, 영어로 생각하다 못해 영어로 꿈을 꾸기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학업이나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나면, 좀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 규정에 따라, 학기제 과정 (5, 6개월) 내 두 가지 연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정 선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aplan에 연락 바랍니다.

보충 학습

*미국에서는 최소 주당 3시간의 K+ Learning Clubs 스터디 그룹 참여가 필수입니다.

Academic Semester – 5개월 과정(2학기)
학업 일정 방학 전체 기간(주)
개강일 종강일 시작 종료

수
업

방
학

총
합

2019-01-07 2019-05-31 2019-03-04 2019-03-08 20 1 21

2019-02-11 2019-07-05 2019-04-22 2019-04-26 20 1 21

2019-03-18 2019-08-09 2019-06-03 2019-06-07 20 1 21

2019-04-01 2019-08-23 2019-06-03 2019-06-07 20 1 21

2019-05-13 2019-10-04 2019-07-22 2019-07-26 20 1 21

2019-06-17 2019-11-08 2019-08-26 2019-08-30 20 1 21

2019-07-22 2019-12-13 2019-09-30 2019-10-04 20 1 21

2019-08-19 2020-01-24 2019-10-28
2019-12-23

2019-11-01
2020-01-03 20 3 23

2019-09-16 2020-02-14 2019-12-23 2020-01-03 20 2 22

2019-10-21 2020-03-20 2019-12-23 2020-01-03 20 2 22

Academic Semester - 6개월 과정(2학기)
학업 일정 방학 전체 기간(주)
개강일 종강일 시작 종료

수
업

방
학

총
합

2019-01-07 2019-06-28 2019-03-04 2019-03-08 24 1 25

2019-02-11 2019-08-02 2019-04-22 2019-04-26 24 1 25

2019-03-18 2019-09-06 2019-06-03 2019-06-07 24 1 25

2019-04-01 2019-09-20 2019-06-03 2019-06-07 24 1 25

2019-05-13 2019-11-01 2019-07-22 2019-07-26 24 1 25

2019-06-17 2019-12-06 2019-08-26 2019-08-30 24 1 25

2019-07-22 2020-01-24 2019-09-30
2019-12-23

2019-10-04
2020-01-03 24 3 27

2019-08-19 2020-02-21 2019-10-28
2019-12-23

2019-11-01
2020-01-03 24 3 27

2019-09-16 2020-03-13 2019-12-23 2020-01-03 24 2 26

2019-10-21 2020-04-17 2019-12-23 2020-01-03 24 2 26

개강일

*미국에서는 최소 주당 3시간의 K+ Learning Clubs 스터디 그룹 참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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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학습

보충 학습 선택 과목 8 레슨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집중 학기제 과정 (8개월) 준집중 학기제 과정 (8개월) 

학기제 과정 (8개월)
이래서 추천합니다
학기제 과정 (8개월)에 등록할 경우, 8개월 동안 방학이 2번 
주어집니다.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몰두하여, 영어 실력을 
집중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
수업시간
레슨당 45분
학급 정원
평균 12명, 최대 15명
어학 수준
초급부터 고급까지 (12 페이지 참조)
최소 연령
만 16세
지역
86 페이지 참조

학기제 과정

개강일
Academic Year – 8개월 과정(2학기)
학업 일정 방학 전체 기간(주)
개강일 종강일 시작 종료

수
업

방
학

총
합

2019-01-07 2019-08-30 2019-03-04
2019-06-03

2019-03-08 
2019-06-07 32 2 34

2019-04-01 2019-11-22 2019-06-03
2019-08-26

2019-06-07
2019-08-30 32 2 34

2019-06-17 2020-02-14 2019-08-26
2019-12-23

2019-08-30
2020-01-03 32 3 35

2019-07-22 2020-03-20 2019-09-30
2019-12-23

2019-10-04
2020-01-03 32 3 35

2019-08-19 2020-04-17 2019-12-23
2020-02-17

2020-01-03
2020-02-21 32 3 35

2019-09-16 2020-05-15 2019-12-23
2020-03-02

2020-01-03
2020-03-06 32 3 35

영어 실력 보장 정책
Kaplan은 학기제 집중 학기제 과정 (5,6,8개월)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10주마다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레벨 
향상을 보장합니다. 단, 과정 종료 시점까지 목표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무료로 4주 수업을 추가 지원합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제공. 일반 규정 및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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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은 영어 시험 준비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이래 8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미래의 커리어에 미칠 영향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Kaplan 영어 시험 준비 과정은 TOEFL®, 
IELTS, Cambridge, GRE®, GMAT®에 맞춤 설계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영어 시험 준비 과정

교재비는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OEFL iBT® 시험 응시료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레벨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으며 Kaplan 담당자가 시험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TOEFL® 및 TOEFL iBT® 는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과정은 미국 및 캐나다 학교에서만 제공됩니다.
**미국 내 파트타임 과정은 최대 12주 등록 가능합니다.

교재 및 온라인 자료는 수업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험 응시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 명칭은 해당 소유자의 등록상표입니다.
*아래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High Score Guarantee(무료 재수강 제도)에 따라 
무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  출석률 100% 달성
•  정해진 기한 내 모의고사 응시 완료
•  영어 시험 준비 과정 첫 회 등록 시에 한함
•  그 외 Kaplan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TOEFL IBT®와 진학 영어
이래서 추천합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TOEFL®
시험을 치를 것을 추천합니다. 진학 영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과정에 참여하면, TOEFL®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TOEFL IBT®와 진학 영어 - 파트타임*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풀타임

GMAT® 및 GRE® 시험 준비
이래서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입니다. Kaplan의 GMAT® 및 GRE® 과정을 공부한 학생 
들은 여타 과정 수강생들에 비해 경영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진학률이 특히 높습니다. 또한 Kaplan은 Higher Score 
Guarantee*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학업 기간

학업 기간

어학 수준

어학 수준

개강일

개강일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

12주

TOEFL iBT® 55점 이상 또는 중상급 이상

TOEFL IBT® 77점 이상을 보유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생

매주 개강

개강일은 지역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의 가격표 참조.
kaplan.do/gregmat

TOEFL IBT®와 진학 영어 20 레슨
대학 수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술 및 시험 
전략을 배웁니다.

TOEFL IBT®와 진학 영어 20 레슨
대학 수업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술 및 시험 
전략을 배웁니다.

GMAT®
GMAT®는 미국에서 MBA 과정에 지원할 때 필요한 시험입니다.  
GMAT® 시험 준비 과정은 교실 수업과 컴퓨터 기반 모의고사 
위주의 보충학습, 그리고 별도의 질의 응답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충 학습 7 세션
실전과 똑같은 형식의 컴퓨터 기반 TOEFL iBT®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며 피드백과 추가 학습 및 도서관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선택과목 8 레슨

GRE®
GRE® 시험 준비 과정은 교실 수업과 컴퓨터 기반 모의고사 
위주의 보충학습, 그리고 별도의 질의 응답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지원 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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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험 준비 과정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쌓이고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Kaplan만의 시험 준비 노하우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 전략을 철저히 세운다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Cambridge 시험준비(20레슨) 수업과 선택과목(8레슨)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출국 전 레벨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으며 Kaplan 담당자가 시험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시험을 치르려면 추가 숙박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mbridge 시험 
응시료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레벨의 Cambridge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Kaplan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IELTS 시험준비(20레슨) 수업과 선택과목(8레슨)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출국 전 레벨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으며 Kaplan 담당자가 시험을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IELTS 시험 응시료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ELTS 시험 준비
이래서 추천합니다
외국에서의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꼼꼼하고 융통성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IELTS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영어 능력 
자격시험으로, 특히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가는 것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CAMBRIDGE 시험 준비
이래서 추천합니다
Cambridge 시험 준비 과정은 3가지 단계별 난이도(B2, C1, 
C2)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신의 어학 능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한다는 
것은 세계 유수 기업과 교육기관이 인정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과과정
수업시간
레슨당 45분
최소 연령
만 16세
학급 정원
TOEFL iBT®, IELTS, Cambridge:  
평균 12명, 최대 15명
GMAT® 및 GRE®시험 준비:
평균 15명, 최대 30명
지역
86 페이지 참조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OR 보충 학습

학업 기간

학업 기간

어학 수준

어학 수준

개강일

개강일

IELTS 시험 준비 8 레슨
영어 구술 능력을 기르고 시험 전략을 철저히 세워 IELTS 
시험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최소 2주에서 최대 24주 (지역별 상이)

최소 2주에서 최대 12주 (지역별 상이)

중급에서 고급까지 (8 페이지 참조)

중급에서 고급까지 (8 페이지 참조)

지역별 수시 개강

개강일은 지역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의 가격표 참조.
kaplan.do/cea

IELTS 보충 과정:
일반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법으로 이루어집니다.

IELTS 집중 과정:
IELTS 시험 준비 28 레슨*
영어 구술 능력을 기르고 시험 전략을 철저히 세워 IELTS 
시험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CAMBRIDGE 시험 준비 28 레슨*
영어 구술 능력을 기르고 시험 전략을 철저히 세워 Cambridge 
시험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K+ 학습 자료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 참조

K+ 학습 자료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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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어 과정

비즈니스 입문

교과과정
수업시간
레슨당 45분
학급 정원
평균 12명, 최대 15명
어학 수준
중급에서 고급까지 (12 페이지 참조)**
최소 연령
만 16세
지역
86 페이지 참조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선택 과목 8 레슨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8 레슨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통하여 직장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웁니다.

K+ Online
온라인 활동 및 게임, 퀴즈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어학 수준
중급에서 고급까지 (8 페이지 참조)**

개강일
매주 개강

학업 기간
최소 2주에서 최대 52주 (지역별 상이)*

비즈니스 영어 20 레슨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통하여 직장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웁니다.

비즈니스 영어 20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의 지도로 커리어 또는 취미, 특정 영어 분야에 집중합니다.

K+ Online Extra
영상 및 오디오 예시 등 새로운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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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비즈니스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는 전문 인력 수요가 높습니다. 제품 홍보나 세계 시장 조사,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 시, 여러분의 
언어 실력은 회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Kaplan의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기회를 잡으세요. 전문적인 
작문 연습과 수업 중 진행되는 역할극을 통해, 입사 지원 과정부터 면접, 회의, 발표, 컨퍼런스 콜 등 전 세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구성 중 여러분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세요. 일반영어 과정에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영어 실력을 늘리고 
자신감을 얻는 동시에, 추가로 비즈니스 영어 입문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는 집중 비즈니스 과정으로 커리어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먼저 쌓아 보세요.

* 비즈니스 영어 과정 기간은 대상 국가의 비자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최소 중상급 레벨이 요구됩니다.

보충 학습

학생들이 가장 트렌디한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비즈니스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지역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원어민 비즈니스 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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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추천합니다
•  대학/대학원 진학 시 필요한 영어 실력 향상과 학습 전략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 영어권 문화에서 기대하는 학업 수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과제를 수행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소재의 폭넓은 대학 연계 교육기관 
프로그램 입학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
수업시간
레슨당 45분
학급 정원
평균 12명, 최대 15명
어학 수준
호주 및 뉴질랜드: 
Level 1: 중급 또는 IELTS 5.0 
Level 2: 중상급 또는 IELTS 5.5 
캐나다:  
중상급 또는 IELTS 5.5
최소 연령
만 16세
지역
86 페이지 참조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학업 기간

개강일

K+ Online Extra 
K+ Online Extra의 추가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K+ Onlin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은 지역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의 가격표 참조.
kaplan.do/eap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수강 가능

대학 진학 영어 28 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2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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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다양한 주제의 무료 회화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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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10주 소요

*캐나다의 경우 일반영어 과정 20레슨 및 대학 진학 영어 8레슨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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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꿈꾸는 미래
영어권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계 상위 10위 대학 중 9개와 세계 
100위권 대학 대다수가 영어권 국가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귀중한 
국제적인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미래의 면접관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서비스
Kaplan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습 상담 및 학업 계획, 250개의 칼리지와 대학 네트 
워크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kaplaninternational.com/higher-education

UNIVERSITY PLACEMENT SERVICE (UPS)
Kaplan은 개인별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 지원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aplan 학생들은 선택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고, 출국 전 무료 영어 레벨 
테스트와 사전 학업 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 입학 요건에 
맞춤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 수업 외 학업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Kaplan 영어 과정 수료증을 TOEFL® 또는 IELTS를 
대체하는 영어 능력 평가 결과로 인정합니다.

COMMUNITY COLLEGE 프로그램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나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완벽한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취득한 "학점"은 
상위 대학교의 학사 과정에서 인정되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하여 2-3년의 학업 후 학위를 취득합니다. 
Kaplan 학생들은 영어 과정 수료 후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면서, 동시에 향후 진학을 희망하는 연계 대학교의 
조건부 입학 허가서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는 세계 유수 대학과 
손을 잡고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가슴 벅찬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Pathway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실력과 희망 대학의 입학 요건 사이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향후 희망하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Kaplan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필요한 학업 능력 및 전공 지식, 영어 함양이 
가능합니다. Kaplan의 Pathway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치면 희망 대학의 학위 취득 기회가 보장됩니다. 
과정은 학사 및 석사 수준으로 모두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4-15개월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kaplanpathways.com

KAPLAN 비즈니스 스쿨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DUBLIN BUSINESS SCHOOL 
(DBS)
더블린 도심에 위치한 DBS는 
아일랜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립 학교로, 2018 국가교육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술학, 경영학, 법학 및 
전문 대학을 통합한 DBS는 경영학과 
법학, 영상학, 사회과학 등 커리어 중심의 
전일제 또는 시간제 학석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인기 과정
금융학 학사 (우등) 과정
미래의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 
된 학사 과정을 통해 금융 시장의 주요 메커 
니즘과 운영 방식을 익히고, 수요가 높은 
리스크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영상 학사 과정
역동적인 수업 방식을 통해 디지털 영상 
기술부터 각본 및 방송까지 주요 미디어 
기술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법학 학사 과정
국제법 체제를 탐색하고, EU법의 근원과 
규제 체계를 이해하며, 법적 문제를 규명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KAPLAN BUSINESS SCHOOL 
(KBS)
Kaplan Business School은 회계 
및 비즈니스, 금융, 경영 분야에 있어 
커리어에 초점을 둔 과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4개 캠퍼스를 
둔 KBS는 1년제 경영학 과정부터 석사 
과정까지 국제적으로 인증된 학위를 
제공합니다. KBS를 통해 학생들은 
비즈니스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커리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기 과정

비즈니스 학사 과정
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실력과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비즈 
니스 세계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 (MBA)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KBS의 MBA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 또는 주요 다섯 
가지 전문과목에 특화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회계학 석사 과정 (MAcc)*
재무보고 및 상법, 회사법, 기업 지배구조, 
회계와 규제 절차 등 비즈니스 기술과 
관련된 세부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입학 요건
• 총 12년의 교육 

과정 이수,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

• IELTS 5.5-6.0, 
KITE 396-426,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 실력 
추가적인 입학 
요건 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 kbs.edu.
au 참조

개강일
3월, 7월, 11월

지역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주요 특징
입학 요건
• 총 12년의 교육 

과정 이수,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

• IELTS 5.5-6.5, 
KITE 396-500,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 실력 
자세한 사항은 
www.dbs.ie 참조

개강일
1월, 9월

지역
더블린

*본 과정은 호주 CPA가 공식 인증하고,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협회가   
인정한 프로그램입니다.

KAPLAN 비즈니스 스쿨

Kaplan Business School Pty Ltd. CRICOS 024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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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버밍엄 대학교는 클래식한 빨간 벽돌로 
지어 진, 2019 Complete University 
Guide (영국 내 대학 순위) 기준 영국 
상위 15위 대학입니다. 30만평에 이르는 
아름다운 캠퍼스는 영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포함하여 웅장한 19세기 
건축 양식의 건물 최첨단 현대식 시설이 
특징입니다.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2019 Complete University Guide  
(영국 내 대학 순위) 기준 상위 17위 
대학인 노팅엄 대학교는 2017 교육 
우수성 평가(TEF)에서 가장 높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환상적인 정원과 근사한 
호수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건물들을 자랑 
합니다.

THE UNIVERSITY OF YORK
2019 Guardian University Guide (영국 
내 대학 순위) 기준 상위 12위를 차지한 
요크 대학교는 활발한 연구와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높였습니다. 
아름다운 요크셔 지역에 위치한 요크 
대학교 는 60만평이 넘는 정원과 호수, 
숲 속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건물이 
어우러져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캠퍼스가 특징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UPS
Kaplan의 UPS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연수 중인 모든 Kaplan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60개가 넘는 명문 
교육기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aplan 영어 학교와 인접해 있는 상위권*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 Bournemouth University
• Brunel University, London
• City University of London 
• University of Liverpool
•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 Oxford Brookes University
* Complete University Guide 기준

Kaplan International은 버밍엄, 노팅엄 및 요크 대학교 등 일류 러셀 그룹 소속 
대학을 포함하여 유수의 영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영국 파트너 대학교

미국 파트너 대학교
Kaplan International은 국제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나라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에서 최고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 
NORTHEASTERN UNIVERSITY 
(NU)
노스이스턴 대학교(NU)는 2018 US 
News 기준 미국 내 대학 순위 상위 40위 
대학으로, 보스턴과 시애틀, 실리콘 밸리 총 
3곳에서 학위 과정을 운영합니다. 최신식 
시설과 훌륭한 기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취업 전망이 뛰어난 학교입니다. 

PACE UNIVERSITY
페이스 대학교의 우수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뉴욕과 웨스트체스터에 
각각 위치한 페이스 대학 캠퍼스는 최적의 
학업 환경을 자랑하며, Payscale.com 
기준 졸업생 초봉이 미국 대학 중 상위 
15%에 해당합니다.

THE UNIVERSITY OF TULSA (TU)
털사 대학교(TU)는 미국 중서부의 중심에서 
세계 수준의 학문과 최고의 스포츠, 활발한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2018 US News 기준 미국 내 대학 
순위 상위 100위 대학이며,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세계 소규모 대학 
순위에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COMMUNITY COLLEGE 프로그램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 대학의 학위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상위권 
대학 입학 요건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는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차선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aplan은 다음과 같은 
미국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칼리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DeAnza College
• Foothill College
• MiraCosta College
• Pierce College
• Snow College
• Santa Barbara City College
• Santa Monica College

미국과 캐나다의 UPS
Kaplan 에서 8주 이상 영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UPS를 활용하여 미국 150여개 
칼리지 및 대학, 또는 캐나다 유수의 30개 
교육 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UPS 
비용은 175달러이며, 16주 이상 Kaplan 
영어 과정을 등록한 학생들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Kaplan 영어 학교와 인접한 상위권† 연계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SUNY Alfred State
• UCLA Extension 
•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 Capilano University
• Sheridan College
• Camosun College
• UC Irvine ACP 

 
* thebestschools.org과 niche.com 기준
† niche.com과 Unirank.org 기준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

호주 파트너 대학교
호주의 기후와 생활방식, 다양성은 학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는 학생들이 애들레이드 대학교와 머독 대학교에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합니다.

THE UNIVERSITY OF  
ADELAIDE COLLEGE 
애들레이드 칼리지 대학교는 호주의 명문 
Group of Eight 중 하나인 애들레이드 
대학교가 선호하는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애들레이드 
칼리지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본 
칼리지 대학교의 대학 예비과정과 학위 
과정은 학생들이 애들레이드 대학의 학사 
과정으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희망 전공과 
관련된 입학 요건에 따라 적절한 학업 
흐름 및 주제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됩니다.

MURDOCH INSTITUTE OF 
TECHNOLOGY
머독 공과대학은 전 세계 학생들이 머독 
대학교의 학석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력적인 
도시 퍼스에 캠퍼스를 둔 머독 공과대학은 
희망 학위 과정 진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학 대비 과정과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기 전공에는 
회계학, 경제학, HR 관리, 마케팅, 
게임이론, 언론홍보학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입학 요건
• 총 11-12년의 

교육과정 
이수,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

• IELTS 5.5, 
KITE 396,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 
실력

개강일
2월, 6월, 10월

지역
퍼스

주요 특징
입학 요건
• EAP1 또는 EAP2 

과정 65% 이상 통과
• IELTS 5.5-6.0,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 실력  
(중상급)

개강일
과정에 따라 상이

지역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주요 특징
입학 요건
• 총 11-12년의 

교육과정 
이수,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

• IELTS 5.5-6.0, 
KITE 396-426,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 실력

개강일
2/3월, 7월, 10월

지역
애들레이드

LE CORDON BLEU
르꼬르동블루는 120년 역사에 걸쳐 서비스업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서비스 및 관광 산업이 경제 활동 인구의 
약 8.1%에 해당하는 93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면서* 이전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서비스업과 요식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르꼬르동블루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인정 
받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Tourism and Hospitality Careers Report 2016 기준

머독 공과대학은 Kaplan Higher Education 에 따라 운영됩니다. 
Kaplan Higher Education Pty Ltd. CRICOS 03127E

Le Cordon Bleu Australia Pty Ltd. CRICOS 02380M

애들레이드 칼리지 대학교는 Kaplan Higher Education 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위과정: The University of Adelaide, CRICOS 00123M 
영어 연수 과정: Kaplan Higher Education, CRICOS 031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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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영어 업그레이드 및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
단기간에 빠른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할 경우, 
매주 수강하는 기존 집중영어 과정에 수업 
레슨을 추가해보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체 등록 기간의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학업 강도를 높이고 추후 
원상복귀도 가능합니다.

• 집중영어 업그레이드  
- 매주 6시간 추가 레슨

•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  
- 매주 9시간 추가 레슨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는 영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대일 과정
때로는 개별적인 지원이 큰 차이를 불러옵 
니다. 영어 전문가의 전폭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일대일 과정은 Kaplan 
모든 학교에서 제공됩니다. 해외에서의 
어학 연수 전체 기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희망하거나, 정규 수업 외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잠깐의 도움이 필요할 
때 Kaplan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대일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정을 등록하는 시점, 
혹은 현지에서 공부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일대일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명 그룹 수업도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 
합니다.

전 IELTS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우고 싶어 Kaplan의 일대일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과 요구 
사항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리프 미뉴에트(Philippe Meneut), 
프랑스, 뉴욕 소호 학생

평생 잊지 못할 경험
Kaplan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최소 2주에서 최대 52주까지,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학업 강도를 설정하고 희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자를 받았는지부터 칫솔을 챙겼는지까지,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이죠. Kaplan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행 및 의료 보험
Kaplan은 여러분이 
선택한 어학연수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험 조건과 
관련된 조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Kaplan
의 보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보험 
회사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함으로써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공항 마중 서비스
숙소까지 가는 길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Kaplan의 
 공항 마중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친근한 
인상의 스태프가 공항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비자 지원
여러분이 선택한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 
Kaplan이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지, 비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미국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 
Kaplan이 발급하는 I-20를 
갖고 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Kaplan에게!

연령 맞춤형 센터 및 과정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영어 
공부에는 절대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는 속설에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커리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Kaplan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Kaplan의 일부 학교들은 특정 연령대에 특화된 시설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끼리 
어울리고 인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런던 레스터 스퀘어 학교는 2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며, 리버풀 학교에는 25세 이상 학생 
전용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커리어를 쌓기 위해 유학을 
결심한 학생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전문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토키와 바스 학교에서는 40세 이상의 학생들이 수준 
높고 원숙한 분위기 속에 영어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합니다. 본 과정은 개강일이 따로 
정해진 2주짜리 과정이지만, 학업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요구 사항에 맞게 과정을 
구성해드립니다. 

저는 36살이지만 큰 도전을 통해 계속해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Kaplan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어 능력은 제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고,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올레그 부브노(Oleg Bubnov),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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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글로벌 캠프
12-17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Kaplan 주니어 글로벌 
캠프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재미를 보장합니다. 나만의 영웅 이야기를 써 보고, 
패션쇼를 열거나 오래된 성을 탐방하는 이 모든 것이 
영어 수업의 일부입니다! Kaplan의 전문 교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고,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신나는 모험을 즐겨 보세요.

나에게 맞는 기간 선택하기! 
수업 기간은 최소 2주부터 시작합니다. Kaplan 의 모든 주니어 글로벌 캠프는 신나는 여행과 방과 후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영어 주당 15시간 수업

준집중영어* 주당 20.25시간 수업

집중영어* 주당 26.25시간 수업

일반영어 및 특별 활동 
(ENGLISH PLUS)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승마 또는 축구, 연극 등  
특별 활동도 함께 제공됩니다.

비수기 그룹 캠프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요청에 맞추어 그룹 캠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8am 
아침식사

9am-12pm 
수업

2pm
방과 후 활동

All day 
토요일 여행

홈스테이 호스트 가족이 준비한 
정겨운 아침식사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점심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합니다.

공부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재미 있고 참신한 활동을 통해 
독해, 작문, 회화, 듣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즐겁게 노는 시간! 바스의 뜨거운 
온천, 샌디에고의 해변가 산책, 
밴쿠버 아일랜드로 떠나는 페리 
여행을 즐겨 보세요.

하루 종일 놀 준비가 되었나요?! 
스톤헨지, 나이아가라 폭포,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떠나 
보세요.

주니어 글로벌 캠프

놀라움이 가득한 6개 지역

KAPLAN에서의 하루

*본 시간표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활동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준집중영어 과정과 집중영어 과정은 맞춤형 그룹 캠프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영국 영국
바스 토키 샌디에고 토키 토키 토키

6/10 - 8/18 6/23 - 8/17 6/15 - 8/3 연중 등록 가능 연중 등록 가능

12-17세 14-17세 12-17세 12-17세 14-18세

개인 & 그룹 개인 & 그룹 개인 & 그룹 그룹 그룹 그룹

주니어

주니어 그룹 캠프
다수의 Kaplan 성인 연수 학교에서도 주니어 그룹 
캠프 진행이 연중 가능합니다. 시간표와 방과 후 활동, 
숙소 등 다양한 부분을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개별적으로 온 학생들과 어울려 주니어 
영어 과정을 수강하거나 개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캠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보장
• 엄선된 스태프와 호스트 가족

• 24시간 비상 연락망 가동

• 교사당 학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일대일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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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카플란 집중 영어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선택 과목의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비즈니스 영어 
수업 

시험 준비 수업

영역별 선택 수업

주제별 선택 수업

진학 영어 수업

비즈니스 영어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작성,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권장 드립니다. 

국제 기관, 기업에서 인증 받는 TOEFL, IELTS, CAMBRIDGE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시험 고득점을 위한 영역 별 학습 및 전략 습득이 가능합니다.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입니다. 

영어의 영역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입니다. 메인 수업이외에 본인의 취약한 영역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매체를 이용하여 영어 공부를 하는 수업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TED강연 및 드라마를 시청하고 또 직접 영어 연극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회화 및 어휘  - 취업 준비 (CV, 자기소개서, 인터뷰)
- 프레젠테이션 및 미팅 - 비즈니스 실무 (전화 영어, 에티켓 등)

- TOEFL
- Cambridge Exam (CAE/FCE)
- IELTS 

- 읽기 - 문법
- 듣기  - 어휘
- 쓰기  - 발음
- 말하기 - 회화

- 연극 및 드라마 - 문화 및 역사 
- 시사 및 토론  - TED

대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아카데믹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자료 공부를 통하여 분석적 사고력을 키우고 에세이 작성, 
아카데믹 토론,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배우는 영어
Kaplan이 추구하는 학습 경험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목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과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화 스터디 클럽 참여 
후 흥미진진한 여행과 방과 후 액티비티를 통해 깊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K+ Learning Clubs  
카플란 준 집중 및 집중 영어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회화 워크샵에 참여해보세요. 
선생님 주도하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시험 준비 워크샵

영역별 워크샵

주제별 회화 
워크샵

특별 워크샵

- TOEFL 
- IELTS 
- Cambridge

- 말하기 및 듣기 클리닉 - 문법 및 쓰기 클리닉
- 발음 및 액센트 교정 클리닉 - 어휘 및 스펠링 클리닉
- 레벨 테스트 준비 클리닉클리닉 - Q&A 세션

- 커피와 음식 - 문화와 역사
- 영화와 드라마 - 지역 탐방
- 음악과 사진 - 시사 상식 및 교양

- 외부 강사 초청 강연 - Job club 및 CV 클리닉
- 대학 진학 클리닉 - 기업 탐방

방과 후 활동 예시 
영어로 둘러싸인 일상을 지내다 보면, 매순간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학연수 중에는 
사소한 일상도 특별해집니다. 등굣길, 새로 사귄 친구와의 커피 타임, 또는 해질녘 느긋하게 
즐기는 휴식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익히게 됩니다. 
Kaplan이 추구하는 학습 경험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한 여행과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쌓게 됩니다.

언어 교환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다양한 언어를 익혀보세요.

체험 및 관람 세계적인 박물관, 갤러리를 방문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운동 
경기 단체 관람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인터내셔널  
푸드 데이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플란 파티 할로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등 각 국가의 전통 명절을 
경험하고, 카플란에서 진행하는 신나는 파티에도 참가해보세요.

주말 여행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봉사 활동 카플란 일부 센터에서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 투어 및 청강 카플란 일부 센터에서는 근처 대학교 투어 및 청강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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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 공부하는 동안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하게 될 경험이나 만나게 될 친구들, 그리고 
편안함과 안전에도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Kaplan 역시도 숙소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Kaplan은 고품격 학생 기숙사 및 홈스테이 가정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선호하는 이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온 친구를 사귀며 아이디어와 
경험(레시피까지!)을 공유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숙사에는 
주방과 취사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직접 요리를 해도 좋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 및 아파트, 호스텔 등 다양한 형식의 
숙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1인실과 2인실, 다인실 등 여러 가지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반기는 KAPLAN 속 작은 지구촌

최고급 기숙사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일이 끊이지 
않았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게 될 
친구들이에요.

후안 호세(JUAN JOSE),  
멕시코

엄선된 숙소

제 홈스테이 가족은 정말 최고였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면서 항상 관심있게  
대해 주셨거든요. 함께 하는 식사도 너무 
즐거웠고, 놀러 나갈 때면 픽업도 해주 
셨죠.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세심히 배려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도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 실력도 일취월장 하더 
라고요. 누군가 제게 홈스테이가 어떤지 
물어본다면, 좋은 점뿐이라고 답해줄 
거예요.

클로에 트뤼엘(CHLOEì TRUELLE),  
프랑스

홈스테이를 선호하는 이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며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를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하며 현지인의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Kaplan은 꼼꼼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 학생들에게 내 집 같이 편안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홈스테이 가정을 선정합니다.

영어가 살아 숨 쉬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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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에서 준비한 각종 이벤트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내도 구경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영어에 깊이 빠져 보세요. 어느 지역에 있든 Kaplan 
학교는 영화 관람을 비롯하여 맛집 탐방, 관광명소 관광, 근교 주말 여행 등 
알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Kaplan을 찾는 열혈 스포츠 팬 또는 
예술 애호가, 미식가, 모험가 모두에게 Kaplan의 방과 후 활동은 잊지 못할 
추억을 한가득 만들어줍니다.

흥미진진한  
방과 후 활동

시드니

가장 좋아하는 방과 후 활동을 꼽으라면 해변가에서 즐기는 바베큐 파티, 서핑 캠프, 블루마운틴 
여행입니다. KAPLAN에서의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을 
추억들이 많습니다.

제니퍼 키쿠치(Jennifer Kikuchi), 일본

샌프란시스코

친구들과 즐기는 해변가나 
공원 산책을 추천합니다.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알카트라즈 

섬도 빼놓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나 레티시아(Ana Leticia), 
브라질

런던

활기찬 런던이 참 
좋습니다. 저는 BBC

와 국회 의사당에 
방문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테이트 
모던 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에서 

열리는 전시회도 
자주 보러 갔습니다.

정정 후앙
(Zhengzheng 

Huang),
중국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팀의 
아이스 하키 경기를 직접 
볼 수 있고, 동물원이나 
공원도 마음껏 가볼 
수 있습니다. 전 특히 
트램펄린 놀이장인 
스카이존을 좋아했습니다.

아르노 에스쿠바 
(Arnaud Escoubas),  
프랑스

오클랜드

혹시 "반지의 제왕"팬이라면, 
제가 아끼는 장소 중 하나인 
호비튼 영화 세트장을 강력 

추천합니다. 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김혜진(Hyejin Kim), 한국

보스턴

스포츠와 콘서트, 
뉴욕 같은 도시로 
떠나는 주말 여행 
등 KAPLAN에서 
신경 써서 준비한 
활동이 많습니다. 
보스턴의 묘미는 
맛있는 음식이죠! 
해산물! 놀랍죠? 
게다가 맛도 끝내 
줍니다!

리쥔 장 
(Lijun Zhang), 
중국

더블린

피닉스 파크와 킬마이  
넘 감옥 교도소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골웨이 

와 벨파스트를 못 가봐 
서 아쉬웠는데, 기회가 

되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이라 바스콘셀로스
(Zaira Vasconcelos),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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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학생의 하루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도시 곳곳을 둘러보세요.

 7.00-8.00AM

하루의 시작!
영양가 만점의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 
하세요.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할 경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홈스테이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공용 주방 
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커피와 토스트를 
곁들인 아침 식사를 
즐기며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8.30-11.45AM

수업 시간
Kaplan은 소규모 집중  
수업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선생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90분씩 
영어 수업이 진행되며 
짧은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읽기나 
발음 같은 영어의 
기본기를 살펴 보세요.

 8.00-8.30AM

학교 가는 길
홈스테이 가정은 학교 
까지 불과 30-45분 
거리에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처럼 여행해 
보세요! 진정한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모든 Kaplan 기숙사는 
학교 및 대중교통과 
인접하여 통학이 용이 
합니다. 심지어 도보 
이동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11.45-12.30PM

점심 시간
학교 내에서 혹은 지역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점심시간은 여러분의 
듣기 실력을 연마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팁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현지인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연수 지역 및 영어 과정에 따라 본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주위를 탐방하며, 평생 친구를 만나게 될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Kaplan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해외 어학연수 경험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로 가득합니다.

Kaplan에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7.00-8.00PM

저녁 활동

저녁에는 학교에서 준비 
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귀가하여 홈스테이 
식구들, 룸메이트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선택한 
학생들은 내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 
에서 편히 쉬며 저녁 
시간을 즐겨보세요.

기숙사에서 지내는 경우 
에는 룸메이트와 담소를 
나누며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다가올 흥미진진한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설렐 수 있습니다.

 12.30-2.00PM

선택 과목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Kaplan의 선택 과목 
수업은 시사쟁점이나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45-6.00PM

친구 사귀기,  
주위 탐방학기
어느 도시에서 
학업을 진행하든, 
그곳을 즐기고, 주변 
지역과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며, 쇼핑을 
즐길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후에는 같은 반 친구 
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수업 때 
배운 영어 표현을 
활용해보세요.

 2.15-3.45PM

방과 후 보충학습
수업 후 제공되는 회화 
스터디 클럽인  
K+ Learning Club를 
통해 어휘를 습득하고, 
요리나 사진찍기 등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특기를 배우면서 
실용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K+ Online 과 K+ Online 
Extra를 통해서 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온라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교 내 스터디 센터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가정, 기숙사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경우, 모든 온라인 
과제는 학교에서 마쳐야 합니다.

 6.00-7.00PM

저녁 식사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물론 영어로요!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이라면 직접 
요리에 도전하고, 
룸메이트와 레시피를 
교환해보세요. 문 밖에 
즐비한 맛집 중 한 곳을 
가도 좋습니다.

연수 지역 및 영어 과정에 따라 본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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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한 Kaplan 
학교에서 여유로운 캘리포니아 
생활을 맛보거나, 뉴욕과 토론토, 
보스턴, 시카고에서 생기 넘치고 
경쾌한 대도시의 매력을 경험해 
보세요.
미국과 캐나다 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4 페이지 참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런던, 
리버풀과 같은 도시부터 평화롭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바스와 
캠브리지까지, 영어의 본고장 
영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세요. 
영국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6 페이지 참조.

미국 & 캐나다

영국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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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학교
Kaplan은 전 세계 영어권 6개국에 3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적인 
대도시부터 굽이진 푸른 들판이 펼쳐지는 교외 지역, 
또는 유서 깊은 대학가나 태평양 해안가까지 다양한 
곳에 자리한 Kaplan 학교를 만나보세요.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과 런던, 서핑 문화의 대명사 
캘리포니아와 시드니, 고대 역사가 숨 쉬는 에딘버러, 
그리고 첨탑의 도시 옥스포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어느 Kaplan 학교를 가더라도 새로운 
모험을 즐기고, 매력적인 문화와 놀랄 만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가 선사하는 
환상적인 햇살과 야외 활동, 
경이로운 자연 경관에 빠져 
보세요.  매력적인 도시 시드니와 
오클랜드부터 문화의 안식처인 
브리즈번과 멜버른까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8 페이지 참조.

호주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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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캠퍼스, 역동적인 에너지와 
오랜 역사가 공존하는 대도시 
와 햇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해변까지! 북미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20개의 Kaplan 학교는 
북미 대륙의 거대한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의 집합체 입니 
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

밴쿠버

시애틀
포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버클리

헌팅턴 비치
샌디에고

토론토

뉴욕시카고

마이애미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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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스턴 펜웨이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시카고
헌팅턴 비치 골든 웨스트 칼리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로스앤젤레스 위티어 칼리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소호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샌디에고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다운타운
시애틀 하이라인 칼리지
산타바바라
워싱턴 DC
토론토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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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이 깔린 거리와 한적한 공원이 자리한 학문의 도시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기운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요 특징
• 보스턴 소재 대학으로의 우수한 

진학률을 자랑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제공

• 학교에서 1분 거리에 있는 레드 
라인을 이용한 보스턴 전 지역으로의 
빠른 접근성

• 주말마다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떠나는 여행

하버드 스퀘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버터에 구운 랍스터 롤, 클램 

차우더, 슈림프 슬라이더 
등 보스턴의 유명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시포트 
디스트릭트

• 보스턴 차 사건 당시 찻잎이 
보존된 유리병을 소장한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 박물관

• 찰스 강을 건너 SoWa 
갤러리에서 현대 미술 감상

• 펜웨이 파크, 혹은 시내 스포츠 
바에서 레드삭스 경기 응원

• 미국 최대 규모 및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책 실컷 읽기

학교에서 길만 바로 건너면 하버드의 
담쟁이 덩굴과 푸른 잔디밭이 펼쳐 
지고, 조금만 버스를 타고 나가면 MIT
에서 오픈 워크숍과 강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로 손꼽히는 보스턴은 세계적인 
유수 대학이 무려 8개나 자리한 
곳으로 학문만큼 역사 또한 깊습니다.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의 황금빛 돔부터 벙커힐 
기념탑을 둘러보고, 보스턴 차 사건을 
재현한 박물관도 찾아가 보세요. 
게다가 즐길 거리도 무궁무진해서 
한여름 밤 길거리에서 맥주 한 잔을 
즐기거나 낙엽이 수놓는 뉴 잉글랜드 
의 찬란한 가을빛을 감상해 볼 수 
있으며, 날이 추워지면 보스턴 커먼 
공원의 상징인 개구리 연못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재미에 푹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칼리지와 대학으로 둘러싸인 
펜웨이-켄모어 지역은 현지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강가를 따라 
활기 넘치는 바와 레스토랑으로 
가득한 이 지역은 공부에 푹 
빠진 학생들이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도 
제격입니다. 인근 랜스돈 스트리트는 
밤에도 활기가 넘치는 보스턴의 
비공식 번화가인 반면, 백 베이 펜즈 
공원의 녹지는 도시의 북적거림을 
벗어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야구의 성지이자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콘서트와 축제가 일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는 펜웨이 파크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으며, 
그 외 다른 랜드마크 어디로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대학과 박물관으로 가득한 활기 넘치는 도시에서 만나는 야구의 심장

펜웨이

주요 특징
• 학교 바로 근처의 버스와 지하철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훌륭할 뿐 아니라 
보스턴 커먼 공원 및 패뉴엘 홀, 
프리덤 트레일 등 역사적 명소와도 
인접

• 야간 크루즈, 고래 관람 여행, 현지 
맛집 탐방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 주말마다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떠나는 여행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보스턴 펜웨이
540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kaplan.to/boston

 facebook.com/kicboston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39 John F. Kennedy Street, 
Cambridge, MA 02138

 kaplan.to/harvard

 facebook.com/ 
 kicbostonharvard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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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일에 달하는 따스한 황금빛 
모래사장과 바다 저 멀리서 밀려오는 
완벽한 파도의 헌팅턴 비치는 100
년이 넘도록 서핑 문화의 안식처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해변에서 서핑도 즐기고 
비치 발리볼도 만끽하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모닥불(총 500개!)을 쬐며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 무렵 헌팅턴 비치의 랜드마크인 
부두를 배경으로 바다 위에 펼쳐지는 
일몰 광경은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Kaplan 영어 학교는 2년제 학위 
과정과 캘리포니아 대학 4년제 학위 
과정으로의 편입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인 골든 웨스트 
칼리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학생들은 Kaplan 일반영어 
과정과 더불어 골든 웨스트 칼리지 
수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센터와 스포츠 센터, 현대식 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실제 미국 
캠퍼스 환경에서 현지 학생들과 매일 
영어로 대화를 나누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미국의 서프 시티" 라 불리는 오렌지 카운티의 해안가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여름의 향연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5744 Goldenwest Street, 
Huntington Beach, CA 92647

 kaplan.to/goldenwest

  facebook.com/kicGoldenWestCollege

주요 특징
• 골든 웨스트 칼리지 도서관 이용 

및 책 대여 가능
• 육상 트랙 및 축구장과 더불어 

테니스, 농구, 배구 코트 이용 가능
• 골든 웨스트 칼리지로의 원활한 

진학 기회 제공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디즈니랜드와 로스앤젤레스,  

팜 스프링스,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는 여행

•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헌팅턴 
비치의 반스 OTW(Off The Wall) 
스케이트보드 경기장

• 캘리포니아의 경이로운 자연 
경관 감상: 빅베어 호수 및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헌팅턴 비치 골든 웨스트 칼리지시카고

전 세계의 일꾼과 모험가들이 바로 이 
초고층 건물들의 도시를 미시간 호수 
가에 세웠습니다. 오늘날, 다채롭게 
어우러진 지역 공동체와 요리, 음악 
에서 시카고의 유서 깊은 다문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루프에서 중국 사천식 국수와 그리스 
미트볼, 프랑스의 캐서롤을 맛보거나 
필젠에서 멕시코 계 이민자들이 
남긴 벽화를 감상해보세요. 버디 
가이즈 레전드와 킹스턴 마인스를 
찾아가 남부 블루스에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스티브 카렐과 
스티븐 콜베어, 티나 페이를 스타덤에 
올린 코미디 클럽인 세컨드 시티 
극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aplan 시카고 학교는 유명 쇼핑 
거리인 매그니피션트 마일에 자리하 
고 있으며 바로 길 건너편에는 1920
년대식 신고딕 양식의 환상적인 
초고층 건물인 트리뷴 타워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최첨단 시설을 갖춘 17개의 

교실과 2개의 학생 라운지
• 학교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버스 및 L 도시 철도, 지하철, 수상 
택시 정류장 위치

•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카고 강과 여름철 인기 만점 
오크 스트리트 비치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 

필드에서 야구 경기 관람
• 그린 밀과 같이 과거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바에서 과거 금주법 
시대의 어둡지만 찬란했던 재즈 
역사 체험

•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피제리아 
우노에서 맛 보는 원조 딥 디시 
피자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444 North Michigan Avenue, 
Chicago, IL 60611

 kaplan.to/chicago

 facebook.com/kicchicago

세계 최고의 재즈와 록, 힙합의 온상 중 한 곳이자 초고층 건물이  
최초로 등장한, 딥 디시 피자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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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티어 칼리지는 로스앤젤레스와 
화려한 오렌지 카운티의 접경 지역 에 
위치한 소규모 인문과학계열 칼리지 
입니다. 위티어 대학생들과 캠퍼스를 
함께 누비며, 실제 미국 캠퍼스 
생활을 맛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야외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수업이 끝나고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위티어 칼리지 학교는 Kaplan 학생 
들이 미국 칼리지 학생들과 어울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Kaplan 학교로서 그만큼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친절한 원어민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 가는 LA 생활에 압도되지 않고 
도시를 만끽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매력적인 LA 교외 지역의 햇살 가득한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미국 대학 생활

주요 특징
• 프린스턴 리뷰 기준, 미국 내 최고의 

학부 교육 기관 중 하나인 위티어 
칼리지

• 도서관과 체육관, 테니스장, 농구장, 
육상 트랙,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등 
칼리지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칼리지 학생 식당에서 위티어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 식사

위티어 칼리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명예의 거리와 선셋대로, 

유명 인사의 저택을 둘러보는 
할리우드 버스 투어

•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와 할리우드 표지판 
언덕에서 환상적인 전경 감상

•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라스베이거스, 디즈니랜드로 
떠나는 주말 여행

• 앤젤레스 국립삼림공원에서 
캘리포니아의 폭포와 산맥 경험

• 선셋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즐기는 
소풍

두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세요. 
웨스트우드 빌리지의 세련된 카페와 
극장, 부티크에서 언제 유명 인사들을 
보게 될 지 모릅니다! 웨스트우드는 
인근 비벌리힐즈와 벨에어 못지 않게 
호화로우면서도, 명망 높은 UCLA가 
자리하고 있어 유명 인사들이 몰리는 
아지트이자 활기찬 대학가로도 
유명합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올라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유명 인사의 
대저택을 내려다보고, 명예의 거리 
바닥에 새겨진 마릴린 먼로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취를 따라 걸어 
보세요. 대학 풋볼 경기를 보며 UCLA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Kaplan 웨스트우드 학교는 UCLA
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버스로 조금만 가면 
아름다운 산타 모니카 해변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흔들리는 야자수와 할리우드 표지판의  
그늘 속에 살아 숨쉬는 꿈의 도시

웨스트우드

주요 특징
• 연극 워크숍 및 서핑 등 방과 후 활동
• 보행자 구역인 웨스트우드에서 

몇 발자국 거리에 버스 정류장과 
공공자전거 거치대 위치

• 2개의 안락한 학생 라운지와 음악실을 
갖춘 대형 현대식 시설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웨스트우드만 해당)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웨스트우드만 해당)

학교 정보:
LA 웨스트우드
1100 Glendon Ave. 
Los Angeles, CA90024

 kaplan.to/westwood

  facebook.com/kiclosangeles

위티어
13509 Earlham Drive,  
Whittier, CA 90608 

 kaplan.to/whittier

  facebook.com/
kiclosangeleswhittier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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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와 즐길 거리
• 페리 위에서 즐기는 엘리스 

아일랜드와 자유의 여신상
• 학교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알라딘,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등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구겐하임 
미술관 관람 (뉴욕 내 모든 
박물관은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무료 입장 가능)

• 이스트빌리지에서 베이글이나 
호밀빵에 얹은 훈제 연어와 
파스트라미, 또는 코니 
아일랜드에서 핫도그 등 뉴욕의 
별미 즐기기

• 학교에서 매달 기획하는 여행 및 
뉴욕 양키스 팀과 레인저스 팀 등 
유명 스포츠 경기 관람

19세기 소호는 번창한 산업 중심지 
였습니다. 오늘날 소호는 학생과 
패셔니스타, 예술가들의 천국과 
같은 곳으로, 뉴욕 대학교가 몇 블록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인상적인 
주철 건물과 외벽에 지그재그로 달린 
비상계단과 같은 소호의 옛 흔적들 
사이로 트렌디한 바와 클럽, 디자이너 
브랜드 샵이 즐비합니다.
Kaplan 뉴욕 소호 학교는 뉴욕의 
대표적인 거리인 브로드웨이에 있습 
니다. 차이나타운과 리틀 이탈리아를 
구경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학교는 유서 깊은 웅장한 
건물에 위치하며 내부는 최신식 
시설을 자랑합니다. 

패션을 선도하는 부티크와 아방가르드한 스튜디오, 화려한 바…  
문 밖을 나서자 마자 펼쳐지는 뉴욕의 모든 것! 

주요 특징
• 버스와 지하철 연결이 잘 되어 있어 

뉴욕 5개 자치구 어디든 갈 수 있고 
브로드웨이를 통해 미드타운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교통 중심지

• 전문 영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집중 비즈니스 영어 과정 
제공

• 이달의 학생을 선정하며 매달 다양한 
테마의 파티 개최 

소호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 집중 비즈니스 

(소호만 해당)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소호만  해당)

학교 정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50 Fifth Avenue,  
Suite 6308, New York, NY 10118

 kaplan.to/empire

 facebook.com/kicnewyork 
 empirestatebuilding

소호
623 Broadway,  
New York, NY 10012

 kaplan.to/soho

  facebook.com/kicnewyorksoho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3층에 
위치한 Kaplan 학교보다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뉴욕의 상징적인 스카이 
라인 한가운데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건 신나는 모험과 같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Kaplan 학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황홀한 도시 전경만큼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학습 경험을 선사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과 
메디슨 스퀘어 공원, 화려한 불빛의 
맨해튼 5번가 등 뉴욕의 관광 명소가 
바로 펼쳐집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가 된 듯 맨해튼 위에서 즐기는  
세계에서 가장 짜릿한 도시 뉴욕의 전경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요 특징
• 최첨단 시설과 환상적인 전망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19개의 넓은 교실
•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매주 학교 

생활을 담은 주간 영상을 제작하는 
학생 멘토 제도 운영

• 연 3회, 학생들이 맨해튼 극장의 
무대에 직접 오를 기회를 제공하는 
연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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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는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한때 
미국 독립 혁명의 주역이었던 이 
곳은 물가가 저렴하면서 소박하고 
정감 가는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비롯해 맛있는 
샌드위치로도 유명하며, 전설적인 
영화 주인공 록키 발보아와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말을 위해 만들어진 거리를 거닐어 
보고,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 아래서 
열리는 콘서트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리딩 터미널 마켓 노점에 진열된 
공예품과 길거리 음식도 즐겨 보세요.
시내 중심에 위치한 Kaplan 필라델 
피아 학교는 도시의 기념비적인 
건물인 시청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 
예술로 유명한 매직 가든과도 
인접합니다. 

자유의 종과 필리 치즈 스테이크 고향이자, 숭고한 이상과 
불굴의 투지 위에 세워진 도시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222 Walnut Street, 
2nd Floor,  
Philadelphia, PA 19107

 kaplan.to/philly

  facebook.com/kicphiladelphia

주요 특징
•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버스와 

지하철, SEPTA 정류장이 모두 
도보 거리 

• 최첨단 시설을 갖춘 17개의 
교실과 학생 라운지, 컴퓨터실

• 2시간 거리에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 애틀랜틱 시티로 
떠나는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미국 독립 혁명의 상징인 자유의 

종
•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을 

뛰어 오르며 영화‘록키’의 
명장면을 재현하고 근처의 LOVE 
조각상에서 사진 찍기

• 아이비리그 대학인 유펜을 
비롯해 90여개의 현지 대학과 
칼리지 방문

필라델피아마이애미

마이애미는 반짝이는 해변가, 푸른 
바다, 연중 내리쬐는 눈부신 햇살만 
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단순히 
일광욕을 하기에 좋은 장소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아르 
데코 건물들이 사우스 비치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고, 쿠바의 영향을 
받아 라틴 음악과 분위기가 곳곳에 
흐릅니다. 리틀 하바나에서 카페 
쿠바노와 모히또를 한 잔 즐기고, 
1930년대 재즈 클럽에서 음악에 
몸을 맡겨보고, 빌라 비즈카야의 
화려한 정원을 거닐어 보세요. 
Kaplan 학교는 역사 깊은 코랄 
게이블스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이애미 대학교와 미라클 마일 
주변의 수많은 레스토랑 및 카페와 
인접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란 별명에 걸맞게 코랄 게이블스는 
지중해풍 저택과 광장, 분수로 
유명합니다.

주요 특징
• 도보 2분 거리에 마이애미 

메트로레일과 버스, 무료 코랄 
게이블스 트롤리 운행

• 냉방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실과 
편안한 학생 라운지

• 올랜도로 떠나는 주말 여행부터 
학교 축구 팀까지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볼거리와 즐길 거리
• 해변에서 즐기는 비치 발리볼과 

키라고 섬에서 스노클링 경험
• 작은 동굴과 폭포가 있는 석호를 

본 뜬 듯한 아름다운 1920년대식 
베네치아 수영장

•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에버글래이즈 국립공원과 
플로리다키스 제도, 주말 여행 
가기에 딱 좋은 디즈니 월드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4425 Ponce de Leon Blvd, 
Suite 1612,  
Coral Gables, FL 33146

 kaplan.to/miami

 facebook.com/kicmiami

살사 음악과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아이스크림 색깔의 건물들이 
반기는 이색적이고 흥이 넘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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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마일에 걸쳐 펼쳐진 자연 
그대로의 해변과 1년 내내 화창한 
날씨, 게다가 여유롭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샌디에고는 그야말로 캘리포니아의 
서핑 문화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바다, 모래해변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티후아나와 
국경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샌디에고는 특유의 '캘리-바자' 
식 퓨전 요리와 더불어 멕시코식 레스 
토랑과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라호야 비치에서 모닥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거나 발보아 
공원의 아름다운 정원과 동물원을 
거닐어 보세요. 앤자 보레고 
사막에서의 하이킹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바와 클럽이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가스램프 쿼터의 한가운데에 Kaplan 
샌디에고 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카락을 스치는 따스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타코를 즐길 수 있는 서핑 애호가들의 천국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660 6th Avenue  
San Diego, CA 92101

 kaplan.to/sandiego

  facebook.com/kicsandiego

주요 특징
• 해변에 위치한 기숙사 연중 제공 
• 스마트보드가 구비된 최첨단 

시설을 갖춘 20개의 교실
• 주니어 맞춤형 영어 과정 제공

볼거리와 즐길 거리
•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상위 10위권의 대규모 
샌디에고 동물원

• 선상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고래와 돌고래

• 도보 거리의 펫코 파크에서  
야구 경기 관람

샌디에고포틀랜드

숲이 우거진 산과 나뭇잎이 무성한 
공원으로 둘러싸인 포틀랜드는 마치 
숲 속에서 길을 잃고 그 자리에 머무 
르기를 결심한 도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전거와 인디 음악, 그리고 
"영원히 철들지 않는 포틀랜드" 라는 
비공식 모토로 유명한 포틀랜드는 
새롭고 독특한 것을 사랑하는 별난 
괴짜와 패셔니스타, 혁신가에게 마치 
해방구와 같은 곳입니다. 레코드 
가게가 늘어선 미시시피 애비뉴와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일본식 정원을 
갖춘 재패니즈 가든을 찾아가 보세요. 
세계 유일의 진공청소기 박물관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aplan 포틀랜드 학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펄 디스트릭트에 
자리하고 있어 각종 갤러리와 소형 
양조장, 커피 전문점이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인 파웰 서점은 도보로 겨우  
5분 거리입니다.

주요 특징
• 시애틀과 밴쿠버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도보 거리에 위치

• 멀티미디어실과 도서관 등  
최신식 시설

• 영어 실력과 커리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정기적인 
자원 봉사 활동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컬럼비아 강 협곡에서 내려다 

보이는 오레곤의 폭포와 산맥
• 포틀랜드의 유명 맥주 

제조장에서 수제 맥주를 곁들인 
식사와 함께 최신 영화 감상

•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즐길 수 있는 후드 산 
슬로프에서의 스키 시즌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323 NW 13th Ave, Suite 305, 
3rd Floor,  
Portland, OR 97209

 kaplan.to/portland

 facebook.com/kicportland

새로움이 가득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나무들이 울창한 자연친화적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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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태평양 위로 솟아오른 언덕과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하늘이 펼쳐진 도시

모든 언덕 위로 끝을 알 수 없는 하늘과 
지평선이 수놓는 전경이 펼쳐지는 
샌프란시스코는, 가능성과 모험심에 
있어 최고라 자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곳입니다. 골드러시부터 
사랑의 여름 행진, 테크 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열린 마음의 도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랑합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예술과 음악, 음식 문화의 선구자들이 
이 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필버트 
계단을 지나 아르 데코 양식의 
코이트 타워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전망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미션 디스트릭트의 타코 맛도 
일품이며, 끝임 없는 거리 축제와 
아트 페스티벌의 향연은 잠자고 있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Kaplan 샌프란시스코 학교는 
시내의 북적이는 유니언 스퀘어 
내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이시스 백화점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도 도보 
거리입니다. 

주요 특징
• 멀지 않은 거리에 버스와 경전철, 

케이블 카 정류장이 위치하여 
자동차가 필요 없는 편리한 교통

• 1층에 있는 베이커리 등 주변 상점 
할인 제공

• 요세미티와 나파밸리,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 주말 여행뿐만 아니라 Kaplan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떠나는 개인 
자유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유명 록 밴드 Green Day와 AFI

가 탄생한 전설의 924 길먼 
클럽에서 라이브 음악 감상

• 요세미티와 와인 컨트리, 레이크 
타호로 떠나는 주말 여행

• 자전거를 타고 금문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장엄하게 펼쳐지는 
자연경관

• 빛의 속도로 달리는 산타크루즈 
비치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눈부신 태평양 감상

• 알카트라즈 섬의 악명 높은 감옥 
탐험 

샌프란시스코 만 동쪽 해안에 자리한,  
자유 사상과와 지식인이 사랑하는 대학 도시 

버클리

1960년대 히피 문화의 중심지이자 
시민 운동의 산지였던 버클리에는 
여전히 주류 문화에 도전하는 예술가 
와 이상주의자, 철학자들이 마치 자석 
에 이끌리듯 모여듭니다. 이 도시의 
미래지향적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에는 세계 상위 10위권 대학 중 
하나인 UC 버클리가 있으며, Kaplan 
학교는 대학에서 도보 몇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상징인 새더 타워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로즈 가든의 테라스에 
서서 인생을 고찰해 보세요. 대학가를 
따라 들어선 커피숍에서 펼쳐지는 
열띤 지적 논쟁에 참여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도시는 
라이브 음악과 시원한 생맥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열기 
로 가득합니다.

주요 특징
• 금문교의 경관이 펼쳐지는 

클레어몬트 캐니언 인접 및 
샌프란시스코와 단 20분 거리  

• Kaplan 담당자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 현지 칼리지와 대학 지원 가능

• Kaplan의 중상급 레벨 수료 후,  
버클리 시티 칼리지 진학 가능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샌프란시스코만 해당)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버클리
150 Berkeley Square, 
Berkeley, CA 94704

 kaplan.to/berkeley

 facebook.com/kicberkeley

샌프란시스코
149 New Montgomery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

 kaplan.to/sanfran

  facebook.com/kic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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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하고 녹음이 우거진 이 캠퍼스에서의 
생활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이상향을 향해 전념하는 하이라인 
칼리지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자랑합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은 8,000명의 현지 학생들과 
500명의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20분 떨어진 
하이라인 칼리지는 뛰어난 학업 
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숲과 고요한 해변가, 등산로가 
지척입니다. Kaplan 학교는 인쇄 및 
영상, 전자기기 장비가 갖춰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하이라인 칼리지의 
도서관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Kaplan 학생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칼리지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퓨젯 사운드와 캐스케이드 산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활기 넘치는 대학 생활

주요 특징
• 헬스장과 취업 센터, 비스트로 등 

캠퍼스 시설 이용 가능
• Kaplan 영어 과정 수료증을 TOEFL® 

점수를 대체하는 영어 능력 평가 
결과로 인정하는 하이라인 칼리지  
학사 과정으로 진학 용이

• 채용 설명회와 댄스 동아리, 영어회화 
동아리, 현장 체험 등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

하이라인 칼리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
•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신선한 
해산물과 수작업 공예품 구경

• 형형색색의 거대 분유리 
조형물이 전시 중인 치훌리 
가든과 치훌리 글라스 

•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즐기는 
스키와 하얀 물살을 가르는 
래프팅

• 위풍당당한 스노퀄미 폭포 감상 
및 일대 장관을 이루는 레이니어 
국립공원 하이킹

• 발라드 락에서 열리는 여름 음악 
축제와 메카 홀의 발레 공연 관람

눈 덮인 산 아래 펼쳐진 숲 속 하이킹, 
차세대 유망 록 밴드 또는 힙합 
그룹의 발견, 한적한 카페에서의 
휴식… 이 중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다면, 시애틀만한 곳이 없습니다. 
Kaplan 시애틀 다운타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퓨젯 사운드의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은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 경관과 풍성한 음악,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사회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지금의 너바나와 사운드가든, 플릿 
폭시스, 맥클모어와 같은 가수를 
있게 한 엘 코라존에서 현지 밴드의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 그린 레이크의 
평화로운 호수 위에서 카약을 타거나 
캐피톨 힐에서 열정 넘치는 밤 문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애틀은 수많은 
도시가 한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어디에서나 카페와 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산, 숲을 배경으로 스페이스 니들이 우뚝 솟아 있고,  
커피에 대한 남다른 열정까지 더해진 다차원적 매력의 도시

다운타운

주요 특징
• Kaplan 영어 과정 수료증을 TOEFL® 

또는 IELTS 대체 영어 능력 평가 
결과로 인정하는 워싱턴 소재 다수의 
연계 대학으로 진학 용이

•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자리해 
있으나 내부에는 올림픽 산맥이 
내다보이는 학생 라운지 등 최신식 
시설 구비

• 도보 거리에 버스와 지하철, 페리 
정류장이 위치하여 편의성 증대

English Courses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애틀 다운타운만 해당)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시애틀 다운타운만 해당)

학교 정보:
시애틀 다운타운
51 University Street, Suite 300, 
Seattle, WA 98101

 kaplan.to/seattle

 facebook.com/kicseattle

시애틀 하이라인
2400 South 240th Street,  
Des Moines, WA 98198

 kaplan.to/highline

  facebook.com/
kicseattleHighline 
community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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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남북 전쟁부터 시민 운동까지,  
워싱턴은 무수한 미국 역사의 
배경이자 현대 정치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국회의사당에서 펼쳐지는 
국회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고, 
링컨 기념관의 링컨 동상 아래 잠시 
쉬어 보세요. 백악관 복도를 거닐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캔들과 
언쟁, 필리버스터가 워싱턴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지타운이나 듀퐁에서 
밤새 춤을 추거나 드넓은 국립 수목원 
에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겨 보세요.  
유 스트리트에서는 최고의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는 워싱턴 기념탑과 평온한 
리플렉팅 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섯 블록 거리에 백악관이 
위치합니다.

주요 특징
• 16개 전 교실 스마트보드가 

갖춰진 도심 내 최신식 건물에 
위치

• 공공자전거를 비롯한 대중 교통 
수단으로의 훌륭한 접근성 자랑  

• 공부와 휴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학생 라운지와 컴퓨터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관람
• 포토맥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워싱턴 DC의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조지타운 여행

• 존 F.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관람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GMAT® 및 GR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100 G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kaplan.to/washington

 facebook.com/kicwashington

거리에 수없이 반짝이는 기념비에서 미국의 저력과 이상,  
투지를 엿볼 수 있는 미국의 역사적인 수도

이 아담하면서도 세련된 도시에서는 
고층 건물 없이 탁 트인 하늘과 바다 
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붉은 타일의 
지붕과 하얀 회벽, 야자수, 포도밭은 
투스카니와 스페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드넓은 하얀 백사장에서 캘리포니아 
만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야외 와인 바와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부티크를 지나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수놓은 꽃을 따라 걷다 
보면, 불과 학교에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곳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보다 더 현대적인 감각의 
산타바바라가 궁금하다면 펑크 
존을 추천합니다. 개조한 창고에 
그래피티로 장식한 펑크 존에는 
각양각색 클럽과 스튜디오, 서핑 숍이 
즐비합니다.

푸른 언덕과 따뜻한 바다, 꽃이 반기는 거리…  
태평양 해안가에서 만나는 지중해의 우아함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학교 정보:
27 East Cota Street, 
Santa Barbara, CA 93101

 kaplan.to/santabarbara

 facebook.com/kicsantabarbara

주요 특징
• 시내를 관통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는 편리한 교통 
• 주말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는 여행

• PS4 콘솔과 푸스볼, 탁구대가 
갖춰진 게임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스턴스 와프의 역사적인 
부두에서 오고가는 선박 구경

• 18세기의 산타바바라 미션 
옆에서 열리는 주말 장터 구경

• 채널 아일랜드에서 즐기는 
스노클링과 고래와의 만남

산타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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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아침에는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해변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밴쿠버 시내에서 차로 
30분이면, 노스쇼어 산 언덕에서 
바다 멀리 보이는 숲이 우거진 섬의 
아름다움까지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길게 줄지어 있는 
해변가와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깨끗하고 한가로운 밴쿠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도시 
10위 안에 듭니다. 밴쿠버는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해도 질리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 자체를 즐기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박물관과 각양 각색의 밤 문화, 
에너지 가득한 페스 티벌, 게다가 
북미 지역에서 맛 좋기로 소문난 
최고의 초밥 등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aplan 밴쿠버 학교는 쇼핑의 
거리로 알려진 알버니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으며, 걸어서 15분 거리에 
해변이 펼쳐집니다.

주요 특징
• 버스 정류장과 3개의 

스카이트레인 역 인접
• 캐나다 연계 대학으로의 진학 

준비
•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스키 여행 

및 휘슬러, 빅토리아, 시애틀로 
떠나는 주말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빅토리아로 향하는 페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고래와의 만남
• 카이트보딩으로 유명한 제리코 

비치와 키칠라노 비치의 야외 
온수 수영장

• 19세기식 창고를 개조한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개스타운과 거리의 네온 사인 
사이로 인기 있는 클럽들이 
늘어선 그랜빌 스트리트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IELTS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755 Burrard St,  
Suite 300, 
Vancouver BC, V6Z 1X6

 kaplan.to/vancouver

 facebook.com/kicvancouver

눈 덮인 산과 늘 푸른 숲이 펼쳐진 상쾌한 해안가 도시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별도의 지지대 없이 하늘 위로 우뚝 
솟은 CN 타워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토론토는 규모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신감, 창의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토론토는 보다 깨끗 
하고 친근하면서 물가가 저렴한 
제 2의 뉴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박물관과 클럽, 레스토랑, 
세계 정상급 대학, 초고층 건물이 
가득합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 이면에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평화롭고 
한가로운 여유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로 손꼽힙니다.  
전 세계 뮤지션과 아티스트, 영화 
제작자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이유도 
아마 토론토만의 에너지와 평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Kaplan 토론토 학교는 다운타운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조금만 걸어 
가면 부두와 함께 도심 해변 공원인 
슈가 비치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너머로 펼쳐지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다문화 도시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IELTS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35 The Esplanade, 
Suite 250, 
Toronto ON, M5E 1Z4

 kaplan.to/toronto

 facebook.com/kictoronto

주요 특징
• CN 타워와 잭 레이튼 페리  

터미널 인접
• 주말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현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몬트리올, 퀘벡,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 여러 도시로 떠나는 
여행

• 캐나다 연계 대학으로의 진학 
준비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빈티지 옷과 전 세계 음식을 총 

망라한 다채로운 매력의 켄싱턴 
마켓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 혹은 
시선을 한번에 사로잡는 
이슬람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아가칸 박물관

• 나이아가라 에스카프먼트에서 
즐기는 스키 또는 암벽 등반과 
온타리오 호에서의 패들보딩, 
험버 강을 따라 달리는 인라인 
스케이팅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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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의 자연 온천수로 즐기는 온천욕 
은 지난 2천 년간 많은 여행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날 바스는 고품격 
테라스와 로열 크레센트를 중심으로 
초승달 형태로 늘어선 건물이 특징인 
영국에서 사랑 받는 도시 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18세기 건축 양식과 로마 
시대 원형 그대로 보존된 목욕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Kaplan 바스 학교는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하여, 도보 거리로 얼마 
안 되는 곳에 중세 사원이 위치해 
있고 시내 중심에 있는 카페와 가게, 
레스토랑과 가깝습니다. 제인 오스틴 
작가에게 작품의 영감을 준 바스 
거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과거 섭정 시대의 영국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별도 요청 시)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기타 프로그램
• 40세 이상 과정

학교 정보:
5 Trim Street,  
Bath, BA1 1HB

 kaplan.to/bath

 facebook.com/kicbath

주요 특징
• 할인된 가격으로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일대일 
수업

• 평화로운 정원 마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는 수업과 
휴식

• 주니어 및 40세 이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영어 과정 제공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조지아 양식의 과거 웅장한 

사교 장소였던 펌프 룸에서 로마 
온천을 내다 보며 음미하는 크림 
티

• 과거 여성용 보닛과 영국 신사의 
상징인 톱 햇, 드레스를 입어 볼 
수 있는 제인 오스틴 센터

• 전설의 체다 협곡과 불가사의한 
스톤헨지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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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간직한 과거와 
혁신을 거듭하는 
현재가 맞닿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다양한 
도시와 교외 지역을 
체험해 보세요. 
엄선된 11개 지역 중,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전통과 현대의 접점지를 
찾아 보세요.

바스
본머스
캠브리지
에딘버러
리버풀
런던 레스터 스퀘어
런던 코벤트 가든
맨체스터
옥스포드
토키
더블린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지역

런던

캠브리지

바스
옥스포드

더블린 리버풀

에딘버러

맨체스터

토키
본머스

영 국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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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따라 즐기는 펀팅과 자전거로 자갈길을 달리며 점점 빠져드는  
800년 역사의 영국 전통 교육 도시

캠브리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고 위대한 
대학 도시로 손꼽히는 캠브리지만큼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도 없을 
겁니다. 오래된 대학 건물 사이의 캠 
강둑을 따라 역사 속 위대한 작가와 
과학자, 정치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예스러움이 묻어나는 
캠브리지의 수많은 펍 중 한 곳에서 
영국 전통 점심을 먹으며 생각의 
나래를 펼쳐 볼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풍 건물에 위치한 Kaplan 
학교는 한적한 뉴넘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DNA 
구조를 발견한 뉴넘 칼리지와 가까 
우며, 자전거로 10분 혹은 버스를 
타고 나가면 시내 번화가와 
이어집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75 Barton Road,  
Cambridge, CB3 9LG

 kaplan.to/cambridge

 facebook.com/kiccambridge

주요 특징
• 캠브리지 대학 강의와 초청 강연 

수강 기회
• 학생 전용 정원에서 즐기는 

한여름의 바베큐 파티
• Academic Year 및 Academic 

Semester 학생 무료 자전거 임대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웅장한 고딕 양식의 킹스 

칼리지와 트리니티 칼리지의 
정문, 중세 시대의 정원이 
인상적인 퀸즈 칼리지

• 캠브리지 대학의 아름다운  
보타닉 가든 

• 영국과 영국 너머로 접근성이 
좋으며, 런던과는 1시간 거리이며 
30분 거리에 스탠스테드 
국제공항 인접

본머스

황금빛 모래와 꺾어질 듯한 절벽, 
화창한 날씨 덕분에 본머스는 
빅토리아 시대부터 줄곧 
영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휴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정원과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아일 오브 와이트 덕분에 
본머스는 잉글랜드 최고의, 그리고 
유럽에서 4번째로 손꼽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변에서 즐기는 소풍과 부두를 
따라 걷는 산책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머스는 
번화한 대학가로 레스토랑, 칵테일바, 
클럽, 코미디쇼 등 생동감 넘치는 
밤문화를 자랑합니다. Kaplan 본머스 
학교는 영국 내 최대 규모로, 공간이 
넓은 현대식 건물에 자리하였으며, 
버스를 타고 5분이면 해변과 시내 
번화가에 도착합니다.

주요 특징
• 영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Kaplan 영어 학교
• 안락한 교내 정원과 대형 학생 

라운지 시설 구비
• 본머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위치하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신식 학생 기숙사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아름다운 해변에서 즐기는 

서핑과 요트 타기 및 새 관찰 
• 본머스 해양 수족관에서 상어와 

수달, 펭귄에 이르는 수백 종의 
바다 친구를 만나고, 수족관 내 
세계 최초 인터랙티브 다이브 
케이지를 통해 해양 생물을 270
도 회전 뷰로 감상

• 쥐라기 코스트부터 더들 도어로 
이어지는 버스 투어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별도 요청 시)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30 –136 Poole Road,  
Bournemouth, BH4 9EF

 kaplan.to/bournemouth

 facebook.com/kicbournemouth

바닷가의 알록달록한 오두막과 부두 위 회전목마, 따끈따끈하고 
짭조름한 감자 튀김을 즐길 수 있는 영국 전통의 해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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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영 제국의 해상 심장부이자 비틀즈의 본고장인 곳으로 현재 
음악과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

주요 특징
•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무어필즈 지하철 역 및 5분 
거리에 위치한 최신식 Kaplan 
학생 기숙사

• 리버풀 FC의 홈구장인 안필드
• 전 연령대 맞춤형 영어 과정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학습 환경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전망 좋은 

성공회 대성당인 리버풀 대성당
• 머지사이드 주가 연고지인 

리버풀 FC와 에버튼 FC의 경기 
응원

• 침몰한 타이타닉 호가 전시된 
머지사이드 해양 박물관

리버풀은 한때 전 세계의 커피와 
설탕, 실크, 심지어 사람까지 오고 
가는 항구였습니다. 과거 리버풀의 
해양 산업과 무역의 유산은 
빅토리아식 알버트 독과 창고, 
에드워드 시대의 상인과 은행가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어진 
호화로운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버풀의 
음악 속에서 다국적 문화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Kaplan 리버풀 학교에서 조금만 
걸으면 전설적인 리버 버즈로 유명한 
로열 리버 빌딩이 나오며, 비틀즈가 
첫 공연을 했던 캐번 클럽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 집중 비즈니스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기타 프로그램
• 40세 이상 과정

학교 정보:
Cotton House, Old Hall Street,  
Liverpool, L3 9TX

 kaplan.to/liverpool

 facebook.com/kicliverpool

리버풀에딘버러

에딘버러는 지적 논쟁 못지 않게 밤 
문화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처와도 같습니다. 도시에는 유명 
대학과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지상 
최고의 펍이 가득합니다. 매해 여름, 
거리에는 공연 예술가와 연극인과 
파티 애호가로 붐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매해 겨울마다 새해를 
맞이하여 3일간 음악과 행진, 춤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파티가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핵심 
지역에 Kaplan 에딘버러 학교가 
있습니다. 유명 쇼핑가인 프린스 
스트리트, 스콧 기념탑, 그리고 
아름다운 딘 가든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주요 특징
• IELTS 시험 준비에 특화된 

센터로 정기적인 IELTS 스터디 및 
모의고사 기회 제공

• 케일리 전통 춤과 위스키 증류소 
등 스코틀랜드 특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 스코틀랜드 북쪽 고산지대인 
하이랜드로 떠나는 주말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전설로 내려오는 에딘버러의 

과거를 보여주는 아서 시트
• '해리 포터' 가 탄생한 커피 

숍부터 작품 속 다이애건 
앨리의 영감이 된 실제 거리까지 
돌아보는 J.K 롤링 투어

•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미로 
같은 지하 통로인 메리 킹스 
클로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9 Albyn Place,  
Edinburgh, EH2 4NG

 kaplan.to/edinburgh

 facebook.com/kicedinburgh

언덕 꼭대기의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딕 첨탑과 구불구불한 중세 
거리가 철학가와 예술가, 애주가의 발길을 붙잡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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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벤트 가든
예술가와 미식가, 클럽 애호가, 몽상가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학교가 자리한 조지아풍 건물 밖으로 
나오면 과거의 영광을 담은 수많은 
기념탑과 눈부시게 빛나는 현대식 
초고층 건물, 팝업 부티크와 박물관,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밤 문화와 
고풍스러운 왕실의 정원 등 런던의 
환희와 모순 모두 여러분 발 아래 
펼쳐집니다. 자갈 길의 코벤트 가든 
마켓을 뒤로 하고 (빈티지 숍과 명품  
브랜드 숍을 따라) 걷다 보면, 2분도 
되지 않아 세계 문화의 진귀한 
보물들이 소장된 대영 박물관이 
나타납니다.
Kaplan 코벤트 가든 학교는 영어 
실력을 쌓으면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꿈꾸는 18-25세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 학교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예술품이 
소장된 내셔널 갤러리와 국립 
초상화 미술관 무료 입장 혜택

• 고딕풍 악세사리와 디자이너 
제품, 길거리 음식, 예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캠든 마켓

• 버킹엄 궁과 빅벤, 영국 
국회의사당

• 템즈 강을 따라 나타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런던 탑

• 사우스 뱅크와 클래식 영화를 
상영하는 영국 영화협회, 
조형물을 배경으로 음악이 
흐르는 로열 페스티벌 홀

주요 특징 
• 수업이 없을 때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야외 정원
•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웨스트엔드 뮤지컬 티켓 할인 제공
• 한 달에 한 번 유럽 전역으로 

떠나는 여행

레스터 스퀘어
화려한 레드 카펫과 런던 중심부의 상징

레스터 스퀘어는 영화 시사회를 
시작으로 유명 배우들이 자주 찾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의 거리 
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소호 
의 에너지를 만끽해 보세요. 게다가 
트라팔가 광장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웅장함, 그리고 런던 
웨스트엔드의 활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 없이 움직이는 번화가 
속에서 Kaplan 레스터 스퀘어 
학교는 목표가 확실한, 취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25세 이상의 
학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영어 
학습의 안식처 입니다.
Kaplan 레스터 스퀘어는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한 과정에 특화되어 있습 
니다. 공학, 의학, 법학 관련 심도 
있는 일대일 영어 수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 집중 비즈니스 

(레스터 스퀘어만 해당)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학교 정보:
레스터 스퀘어
3–5 Charing Cross Road,  
London, WC2H 0HA

 kaplan.to/leicestersquare

코벤트 가든
3–4 Southampton Place, 
London, WC1A 2DA

 kaplan.to/coventgarden

 facebook.com/ 
 kiclondoncolleges

주요 특징
•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시작하는 전문 비즈니스 영어 과정
• 영어 실력과 비즈니스 스킬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킹 이벤트와 다양한 주제의 

강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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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서관과 고딕 양식의 사원, 황금빛 돌로 쌓아 올린 
중세풍 칼리지의 대명사

옥스포드

옥스포드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 "꿈꾸는 첨탑의 도시" 에서 존 
로크와 오스카 와일드, 말랄라 유사프 
자이 등 위대한 청년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청운의 꿈을 키웠습니다. 보트 
위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소풍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가 탄생했고, 
영화 '해리 포터' 의 신비로운 
호그와트 마법 학교가 현실로 
재탄생했습니다.
Kaplan 옥스포드 학교는 J. R. R. 
톨킨이 '반지의 제왕' 을 집필한 
곳으로 알려진 서머타운 지역의 
에드워드풍 건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곳에 포트 초원이 위치 하고 
버스나 자전거로 5분이면 시내에 
도착합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별도 요청 시)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08 Banbury Road,  
Oxford, OX2 6JU

 kaplan.to/oxford

 facebook.com/kicoxford

주요 특징
• 세련된 노천 카페에 앉아, 

베지테리언과 할랄 음식까지 
다양하게 맛보는 식사

• 사람들과 어울려 야외 활동과 
한여름 바베큐를 만끽할 수 있는 
학생 전용 대형 정원

• 파리와 암스테르담, 에딘버러로 
떠나는 주말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옥스포드를 가르는 두 개의 

강에서 즐기는 펀팅 체험
•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자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의 주요 배경이었던 
보들리 도서관

• J. R. R 톨킨과 C. S 루이스가 
맥주잔을 부딪치며 '나니아 
연대기' 와 '미들 어스' 를 
논의했던 이글 앤 차일드 펍

맨체스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의 
연고지이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밴드들이 탄생한 맨체스터에는 
신나는 일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Kaplan 학교는 아티스트와 DJ, 인디 
밴드의 천국이자 "맨체스터의 홍대"
라 불리는 노던 쿼터에 자리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빈티지 숍과 
아트 갤러리 구경을 가거나 새로 나온 
칵테일을 음미해 보기도 하고, 영국 
에서 가장 맵기로 소문난 커리 마일의 
음식도 맛 보세요. 맨체스터 연수의 
완성은 축구를 영어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Kaplan 학교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FC와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 FC 경기 관람을 위해 올드 트래 
퍼드와 에티하드 스타디움 나들이를 
주기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시내까지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정류장 인접
•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OET 시험 준비 과정 제공
• 리더십 함양을 위한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볼거리와 즐길 거리
•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면화 

거래소였던 코튼 익스체인지의 
웅장한 건물에 자리한 우주선 
모양의 독특한 유리 장식이 
특징인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 수상 택시를 타고 둘러보는 유서 
깊은 맨체스터 운하

• 맨체스터 과학 산업 박물관 및 
국립 축구 박물관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별도 요청 시)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OET 시험 준비

학교 정보:
1 Portland Street,  
6th Floor, Manchester, M1 3BE

 kaplan.to/manchester

 facebook.com/kicmanchester

록스타 정신과 친절함으로 무장하고, 에너지와 창의력,  
자부심이 넘치는 인정 많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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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 문화와 문학,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에서  
배우는 영어 학습의 기회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은 위클로 
산맥의 황야와 아일랜드 해안으로 
둘러싸여 현재와 과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더블린 성과 함께 
구글과 페이스북의 본사가 있는 
실리콘 독 등 각종 볼거리와 이야깃 
거리도 넘쳐납니다. 셀 수 없이 
들어선 더블린 펍에서 기네스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생동감 있는 전통 음악도 
감상하고, 자갈 길을 걸으며 시인과 
혁명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호스 지역의 오래된 부두에서 
갓 잡은 해산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리피 강변에 위치한 Kaplan 더블린 
학교는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으로 
품격을 느낄 수 있는 18세기 양식의 
건물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템플 
바 지역에서 축제 분위기도 흠뻑 느껴 
보세요.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기타 프로그램
• CELTA 교사 연수

학교 정보:
The Presbytery Building, 7 Exchange 
Street, Lower Temple Bar, Dublin 8

 kaplan.to/dublin

 facebook.com/kicdublin

주요 특징
• 현지 명소 관광 및 체험 활동
• 시내까지 도보로 5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교사 연수 과정을 제공하는 공식 

Cambridge CELTA 시험 센터

볼거리와 즐길 거리
• 트리니티 칼리지에 소장되어 

있는 9세기 대표적인 성경 장식 
사본인 켈스의 서

• 아일랜드 럭비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이자 세계적인 콘서트가 
열리는 아비바 스타디움

• 무려 800년의 세월 동안 
레스토랑이자 바, 사교 장소로 
자리매김해 온 브라젠 헤드 펍

더블린토키

이곳 해안가 마을은 영국 해변의 
매력과 희미하게 보이는 지중해의 
매력을 한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토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햇살 아래 
일렬로 늘어선 야자수 사이로 이탈 
리아식 빌라들이 해안가를 따라 
각양각색의 상점, 카페와 바가 어우 
러져 펼쳐집니다. 게다가 낭만적인 
프린세스 피어와 전설의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생가, 하얀 물살을 가르며 
만끽하는 카약과 수상 스키, 제트 
스키로 유명합니다.

주요 특징
• 할인된 가격으로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일대일 수업

• 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OET 시험 준비 과정 제공

• 한여름의 완벽한 피서지인 학생 
전용 정원과 노천 수영장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작품 속 범죄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아가사 
크리스티 마일 길

• 데번 주의 해식동굴과 만, 절벽을 
오르내리고 수영도 즐기는 
코스티어링 체험

•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 증기 
기관차와 다트머스 성에서 
음미하는 크림 티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준집중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OET 시험 준비
기타 프로그램
• 40세 이상 과정

학교 정보:
30 Ash Hill Road,  
Torquay, TQ1 3HZ

 kaplan.to/torquay

 facebook.com/kictorquay

데번 주의 푸른 언덕 아래 펼쳐진 모래사장과  
지중해 부럽지 않은 투명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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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동산' 이라 불리는 마운트 이든 
에서 오클랜드를 굽어 보며 남쪽으로 
펼쳐진 태즈먼 해와 북쪽으로 난 
태평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바다 사이의 좁다란 지협 
에 걸쳐 있어 모험가에게 더없이 
완벽한 장소 입니다. 오클랜드를 상징 
하는 스카이 타워의 스릴 만점 스카이 
점프, 코로만델의 폭포, 하우라키만의 
섬 사이를 헤엄치는 고래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오클랜드는 생동감 있는 미술관과 
다채로운 거리 벽화, 활기 넘치는 
레스토랑, 1년 내내 이어지는 축제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Kaplan 
오클랜드 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뒤로는 오클랜드 도메인 파크의 
드넓은 잔디가 펼쳐지고, 세련된 뉴 
마켓 지역의 비스트로와 타파스 바, 
패션 아울렛과 가까이 있습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방학영어*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집중 비즈니스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  뉴질랜드에만 해당하는 일반영어의 명칭
**뉴질랜드에만 해당하는 준집중영어의 명칭

학교 정보:
10 Titoki Street, 
Parnell, Auckland 1052

 kaplan.to/auckland

 facebook.com/kicauckland

주요 특징
• 공강 시간에 휴식 공간이 되어 

주는 넓은 앞마당을 보유한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

• 장기 체류 수학생(최소 16주 
이상)에게 제공되는 버스 요금 
할인 등 편리한 교통

• NZQA 카테고리 1등급 인정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수영 후 

와인 시음이 가능한 와이헤케 섬
• 마오리족 전통 공연으로 유명한 

오클랜드 박물관
• 살아 있는 반딧불이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와이토모 동굴 및 영 
'반지의 제왕' 에 등장하는 호빗 
마을 세트장 체험

모험이 가득한 도시에서 바다와 바다 사이를 걷는 즐거움
오클랜드

78 For more information: kaplaninternational.com

오클랜드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버른
퍼스
시드니

79
80
81
82
83
84

지역
Kaplan 영어 학교가 자리 
잡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6개 
지역에서는 따뜻한 기후와 
활기찬 도시, 휴식 같은 삶, 
자연과 인간이 빚어 놓은 
경이로운 장관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멜버른

퍼스

애들레이드

시드니

브리즈번

오클랜드

호주& 
뉴 질 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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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빛나는 퀸즈랜드" 인 
브리즈번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브리즈번 강을 따라 무료로 운행되는 
페리를 추천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초고층 건물과 마운트 쿠사의 푸른 
언덕 아래 펼쳐진 빅토리아풍 주택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강가에 늘어선 
미술관과 루프탑 바, 정원도 거닐어 
보세요. 론파인 보호 구역에서는 
오리너구리와 왈라비, 코알라를 만날 
수 있는 크루즈 투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산 
속에서 숲을 타고 내려오는 집라인과 
모어톤 베이 섬 해변에서의 수영도 
즐길 수 있습니다. 
Kaplan 학교는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도보로 5분 거리에 
중앙역이 있고, 버스나 페리로 15분 
거리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즐비해 
있습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Ground Level, 369 Ann Street,  
Brisbane, QLD 4000

 kaplan.to/brisbane

 facebook.com/kicbrisbane

주요 특징
• 학생용 컴퓨터 50대가 설치된  

2개의 멀티미디어실 등 넓은 공간을 
확보한 최신식 캠퍼스 내 위치

• 브리즈번의 Kaplan Business 
School 캠퍼스를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과정 진학 
기회 제공

• 학생 라운지와 테라스, 야외 카페 
등 휴식 공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브리즈번 관람차를 타고 60미터 

상공에서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 
하거나 인공 해변이 조성된 사우스 
뱅크의 라운지에서의 휴식

• 한때 발전소였으나 지금은 
시각 예술과 콘서트, 연극, 
코미디 공연이 펼쳐지는 대형 
예술 무대로 달라진 브리즈번 
파워하우스 방문

• 전 세계에서 전망 좋기로 소문난 
3개의 다리 중 하나인 스토리 
브리지 등반

골드 코스트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자 정감 있고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에서 일년 내내 푸른 하늘 아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브리즈번

Kaplan International (Brisbane) Pty Ltd.,  
ABN 81 097 629 073, CRICOS 02369F

애들레이드

애들레이드는 숲과 초목, 정원이 
가득해 말 그대로 공원 속 도시라 할 
만합니다. 널찍한 지중해풍 거리에는 
유서 깊은 교회와 아름다운 광장이 
수놓아져 있으며, 동시에 펑키한 
예술의 거리인 만큼 실내 서커스나 
푸드 페스티벌도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트램을 타고 조금만 
나가면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인도양과 하얀 백사장의 걸프 세인트 
빈센트가 펼쳐집니다.
Kaplan 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에는 
애들레이드 쇼핑의 거리인 런든 몰이 
있고, 5분 정도 걸어 나가면 토렌스 
강가로 이어집니다.

주요 특징
• 도보로 5분 거리에서 무료 버스

(City Loop 및 City Connector)
와 지하철, 트램을 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 해외 유학생 대상 대중 교통  
요금 할인 

• 애들레이드 소재 대학과 
칼리지로 진학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Kaplan 영어 
과정 수료증을 Cambridge 또는 
IELTS를 대체하는 영어 능력 
평가 결과로 인정 가능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야생의 코알라 섬에 만나는 

코알라, 물개, 그리고 펠리칸
•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바로사 밸리
• 높은 첨탑의 세인트 피터스 

성당 아래 애들레이드 오벌 
스타디움에서 크리켓 경기 관람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Level 1, 22 Peel Street, 
Adelaide, SA5000

 kaplan.to/adelaide

 facebook.com/kicadelaide

따뜻한 푸른 바다와 고요한 초록빛 언덕 사이로 평화로운 정원과 
생동감이 넘치는 페스티벌 도시

Kaplan International (Melbourne & 
Adelaide) Pty Ltd., ABN 90 129 017 385, 
CRICOS 03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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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내내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지는 도심 오아시스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인도양 바다가 시내에서 불과 25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퍼스의 해변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리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도시로 
유명했던 퍼스는,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주의 유명 
도시로 거듭 났습니다. 프리맨틀 
지역 내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전망 좋은 카페와 패션 부티크, 
라이브 바, 게다가 노스브리지에 
늘어선 클럽과 루프탑 칵테일 바도 
인상적입니다. 시내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비스트로에서는 인근 
스완 밸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제공합니다.
Kaplan 퍼스 학교는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웨스트 퍼스에 
위치해 있습 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인 
킹스 파크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집중영어 저녁반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 집중 IELTS 시험 준비 저녁반

학교 정보:
1325 Hay Street, West Perth, WA 6005

 kaplan.to/perth

 facebook.com/kicperth

주요 특징
• 도보로 10분 거리에 퍼스 도심을 

운행하는 무료 버스 정거장
• 일부 영어 과정의 경우, 저녁반 

운영
• 대형 멀티미디어실과 도서관, 

탁구대가 설치된 학생 라운지 등 
편리한 학교 시설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로트네스트 섬에 서식하는 

쿼카와 셀카를 찍고, 천혜의 
해변에서 산호초 사이를 
유유자적 헤엄치고 있는 
열대어를 보며 즐기는 스노클링

• 모래 썰매를 탈 수 있는 렌슬린 
사막과 뾰족한 바위 기둥이 
기이하게 솟아 있는 피너클스 
사막

• 코알라와 웜뱃, 타조, 에뮤를 
만나볼 수 있는 캐버샴 야생 공원

퍼스

Kaplan International (Perth) Pty Ltd.,  
ABN 76 079 200 212, CRICOS 01784K

멜버른

멜버른은 전 세계에서 7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두를 지켜 
왔습니다. 물론 근사한 공원과 열정 
가득한 커피 문화, 시내 무료 대중 
교통도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곳곳에 
펼쳐진 독특한 매력의 골목길에서도 
멜버른만의 창의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벽화로 장식 
된 좁은 골목에는 독특한 매력의 
가게와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멜버른은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와 
F1 경기가 열리는 스포츠 팬들의 
성지이며, Kaplan 학교는 그만큼 
활동적인 야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Kaplan 학교는 도크랜드에 
위치하여, 도보 거리에 다양한 가게와 
시장, 예술 거리가 형성된 워터 
프론트 시티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 학교 건물 앞으로 운행 중인 무료 

트램 등 편리한 교통
•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 및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들의 
서식지로 알려진 필립 아일랜드 
여행

• 멜버른의 Kaplan Business 
School 캠퍼스를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과정 진학 
기회 제공

볼거리와 즐길 거리
• 멜버른 크리켓 구장에서 호주의 

국민 스포츠 경기 관람
• 보헤미안풍 세인트 킬다 해변 

옆에 조성된 루나 파크 놀이공원
• 왈라비와 바늘두더지를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힐스의 
슈가로프 저수지

과정 및 프로그램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비즈니스 입문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Level 5, 370 Docklands Drive,  
Dockland, VIC 3008

 kaplan.to/melbourne

 facebook.com/kicmelbourne

호주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예술과  
스포츠 열정이 가득한 대도시

Kaplan International (Melbourne & 
Adelaide) Pty Ltd., ABN 90 129 017 385, 
CRICOS 03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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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모래알과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즐기는 일광욕과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호주의 서핑 도시

볼거리와 즐길 거리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열대 

우림과 안개 자욱한 폭포, 
세자매봉(Three Sisters)으로 
유명한 블루마운틴 산맥

• 본다이 비치부터 쿠지 비치까지 
해안가를 거닐며 마음이 끌리는 
해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수영

• 하버 브리지 바로 아래, 시드니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더 락스 
마켓에서 쇼핑과 미식 기행

• 기린의 기다란 목 사이로 
보이는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코알라와 캥거루, 주머니곰 등 전 
세계에서 희귀한 동물들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타롱가 동물원

주요 특징
• 집중영어와 IELTS 시험 준비  

저녁반 운영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투어 및 비치 

발리볼, 서핑 캠프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Australia) 
Pty Ltd., T/A Kaplan International (Sydney),  
ABN 31 003 631 043, CRICOS 01165D

시드니
대도시의 화려함과 호주인의 따스한 정이 넘치는 해안 도시

바다 너머 저 멀리 상징적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드니에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시드니는 아름다움과 역동성,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합니다. 
황금빛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본다이 
비치와 맨리 비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해변이 시드니 해안을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만에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는 푸른 들판과 
평화로운 정원, 놓쳐서는 안 될 박물관과 
더불어 각종 먹을거리로 넘쳐납니다. 
아시아풍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차이나타운 야시장과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시드니 수산 시장, 게다가 어딜 
가든 맛있는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aplan 시드니 학교는 왕립 수목원과 
오페라 하우스가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버스 한 
번이면 금세 본다이 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어 과정
• 일반영어
• 집중영어
• 집중영어 저녁반
• 학기제 과정(5, 6, 8개월)
• 집중 비즈니스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집중 IELTS 시험 준비 저녁반
• Cambridge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저녁반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학교 정보:
시드니 시티
98–104 Goulburn Street,  
Sydney, NSW 2000

 kaplan.to/sydney

 facebook.com/kicsydney

주요 특징
• 대형 멀티미디어실과 도서관, 학생 

라운지, 바베큐 파티가 가능한 4층 
발코니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 시설

•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는 편리한 교통 및 전 세계적 
으로 유명한 본다이 비치 인접

• 집중영어 및 Cambridge 시험 준비, 
IELTS 시험 준비 저녁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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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펜웨이 M

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M

시카고 L

헌팅턴 비치 골든 웨스트 칼리지 M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L

로스앤젤레스 위티어 칼리지 M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L

뉴욕 소호 L  

마이애미 M

필라델피아 L

포틀랜드 M

샌디에고 L

버클리 L

샌프란시스코 L

시애틀 다운타운 L

시애틀 하이라인 칼리지 S

산타바바라 M

워싱턴 DC M

토론토 M

밴쿠버 M

바스 M

본머스 L

캠브리지 M  

에딘버러 L

리버풀 M

런던 레스터 스퀘어 L

런던 코벤트 가든 L

맨체스터 L

옥스포드 M

토키 S

더블린 M

오클랜드 M

애들레이드 S

브리즈번 M

멜버른 M

퍼스 M

시드니 L

각 학교별 시설 및 서비스

 학생 수 150명 이하
 학생 수 150-300명
 학생 수 300명 이상

학교 규모

학교의 규모는 연간 평균 학생 수 기준이며, 실제 학생 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런던과 더블린 센터에서는 비자 규정에 의하여 EU 여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여 인턴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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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 비치 골든 웨스트 칼리지 센터에서는GMAT® 시험 준비 과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드니와 퍼스 센터에서는 IELTS 시험 준비 과정이 저녁반으로도 제공됩니다.  
Kaplan에서는 그룹 전용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합니다.
*오클랜드 학교에서 일반영어 과정의 명칭은 방학영어 과정입니다. **오클랜드 학교에서 준집중영어 과정의 명칭은 일반영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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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aplan International 
미국은 평생교육기관 
인증협회인 ACCET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의 
Kaplan 학교는 주 정부 산하 
BPP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Kaplan 학교는 2009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사립중등교육법 
및 캘리포니아 규제법 5조 7.5 
항에 포함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뉴욕: 뉴욕의 Kaplan 학교는 
뉴욕 주 및 뉴욕교육청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은 국제교육기관협회인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및 TESOL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의 회원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학교는 
Languages Canada의 
회원이며 국제 학생 프로그램
(ISP)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밴쿠버는 
PTIB의 공식 인증 교육기관으로, 
BC주 교육품질보증제도인 
BC EQA (Education Quality 
Assurance)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뉴질랜드는 국가인증기구인 
NZQ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뉴질랜드는 English NZ의 
회원입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호주의 모든 학교는 English 
Australia의 회원입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호주의 모든 학교는 
호주 국가인증기관인 NEAS 
(National ELT Accreditation 
Scheme) 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책자에 소개된 영국의 
모든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학교는 영국문화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책자에 소개된 영국의 
모든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학교는 ENGLISH UK의 
회원입니다. 

Kaplan International
더블린은 MEI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의 
ACELS로부터 인정받은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교육기관입니다. 

KAPLAN의 세계 인증 및 회원가입 현황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뉴질랜드

미국 영국80년 이상 역사를 지닌 
Kaplan은 영어 교육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Kaplan의 모든 학교는 주요 
인증 기관의 관리 하에 높은 
수준의 학업 기준을 달성하며 
전 사업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 교실 
안팎을 넘나들며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