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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은 지난 몇 년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제한 없이 학생들에게 몰입형 언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위치한 Kaplan은 학생들이 대면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어학연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여행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Kaplan은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탐험하면서 미래 목표를 
달성하고, 호기심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뉴욕, 파리, 베를린과 같은 목적지에 있는 Kaplan의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 
학교들의 네트워크는 학생들을 매혹시키기 충분하며, 크나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aplan은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특징을 지닌 런던 
시내 여행이든, 레잔의 알파인 리조트에서 즐기는 스릴 넘치는 야외 모험이든, 
개인의 필요에 맞는 어학연수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Kaplan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학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Kaplan이 학생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K+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이유입니다. Kaplan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의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더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에 최적화된 학습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Kaplan에는 영국, 미국 및 독일 전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IELTS 또는 Cambridge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경우나 학생들이 학업 수준과 향후 커리어를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 준비 과정 또한 등록 가능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Kaplan은 앞으로의 날들을 고대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Kaplan은 계속해서 학교의 발전과 개선에 투자해 
왔으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에딘버러, 보스턴, 니스에 새로운 센터를 오픈하고 런던의 
세련되고 트렌디한 버로우 마켓 지역에 새로운 30세 이상 특화 센터를 오픈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정과 학업 선택지 또한 
추가될 예정으로, 2023년의 Kaplan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스한 환경을 제공하는 Kaplan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David F. Fougere 
Chief Opera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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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언어 교육 업계를 선도하는 KAPLAN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언어 학습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전 세계 7개국에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Kaplan은 지난 80년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적, 직업적, 개인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Kaplan은 언어 교육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밝은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고 굳게 믿습니다.

KAPLAN 속 지구촌  
언어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매년 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Kaplan에서 공부하며,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은 Kaplan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서로가 
세계를 보는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Kaplan 
센터에서 공부하든,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든 
장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Kaplan 학생들 모두가 언어 
실력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KAPLAN은 변화에 적응합니다
지난 80년 이상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Kaplan
은 언제나 최고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올 해 Kaplan은 특유의 언어몰입교육 및 학업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제공하는 Kaplan Online English
를 정식으로 소개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동일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전 세계 Kaplan 
센터는 더욱 강화된 보건 위생 지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모기업인 그레이엄 홀딩스의 지원과 함께 Kaplan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안정된 환경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KAPLAN의 고품질 교육
Kaplan은 언제나 최고의 교육과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발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연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Kaplan의 노력은 
97%에 달하는 학생 추천율과 글로벌 리뷰 웹사이트인 
트러스트파일럿(Trustpilot)에서 최고 평점으로 보답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엄선된 Kaplan 교사진은 
학생들에게 Kaplan의 정교한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강의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교사들은 학생들이 
연수 중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Kaplan은 시수 추가 옵션을 제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방과 후 소셜 액티비티로 수업에서 배운 언어를 더욱 
즐거운 방법으로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KAPLAN의 자부심
Kaplan은 언어가 더 넓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국제연합(UN)의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국제 비즈니스, 음악, 과학, 문학 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 이중언어 구사자는 집중력이 높으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201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직무의 3분의 1 
이상의 자격 요건은 다중 언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 이중언어 구사자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언어전환으로 인해 뛰어난 
사고유연성과 창의력을 자랑합니다. 

외국어 능력은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Kaplan이 
돕겠습니다.

80년 이상의 경험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 중에서도, 
KAPLAN은 80년 이상의 전통과 함께 다양한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 창립자 스탠리 카플란의 정신은 193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 전 세계 28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KAPLAN 학교에서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KAPLAN은 모기업인 그레이엄 홀딩스 (구 워싱턴 포스트)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힘입어, KAPLAN 학생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학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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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과 함께하는 성장
Kaplan은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Kaplan과 함께 여러분은 영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인생의 많은 기회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Kaplan을 신뢰하고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Kaplan은 여러분의 영어 연수 경험이 가장 
값지고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KAPLAN이 드리는 약속 
Kaplan의 학생 지원 서비스는 여러분께 영어 실력의 향상으로 인한 자신감 향상, 역량 강화, 기회의 확대를 약속 드립니다.

자신감 향상
입국하는 순간부터 Kaplan의 세심한 관리를 경험하세요. 
공항 마중 서비스 신청 시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드립니다. Kaplan에서의 첫 날, 여러분은 
Kaplan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새로운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Kaplan이 철저히 검증하여 선별한 학생 기숙사와 홈스테이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며, 
그 외에도 24시간 비상 연락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aplan
에서 여러분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현지인처럼 말하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역량 강화
Kaplan은 성공적인 영어 연수를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치러지는 반 배정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학습 계획에 맞춘 원활한 실력 향상을 
위해 Kaplan이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적응형 평가 
방식 시험인 KITE를 치르며 정기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중영어 과정 수강 시, 4주 무료 재수강 

제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이 영어 능력 향상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향상될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Kaplan의 방과 후 활동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현지를 누비며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기회의 확대
영어 과정이 종료되기 2주 전, Kaplan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이룬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만약 더 큰 실력 향상을 원한다면 필요에 
따라 과정 연장 혹은 일대일 과정 등의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aplan 졸업 후 여러분은 졸업생 커뮤니티에 소속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Kaplan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유지하고, Kaplan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담 쿡슨
영국 & 아일랜드-운영 이사

저는 런던 센터에서 교사로 
Kaplan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Kaplan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 뿐 
아니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보넨판트 클레멘스 
리옹 교사

2년간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지닌 잠재력만큼 프랑스어 
실력이 최고조로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며 프랑스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요.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배우러 
오는 일본 학생들을 보는 것도 매우 
즐거워요. 

리사 홀스워스 
샌프란시스코-버클리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으면 학생들은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Kaplan 선생님은 
언제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돕는다고요.

소피 베이컨 
옥스포드 숙소 담당 매니저 

제 업무는 학생들과 알맞은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숙소를 알아볼 
때에도 조언해 주고 있어요 Kaplan
은 훌륭한 홈스테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우리와 오랜 기간 
함께 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펠릭스 브레이트크로이츠
베를린 매니저

어느새 20년 이상 Alpadia에서 
근무했네요. 교사로 시작해서 
학업 디렉터로, 또 9년간은 
교장으로 일했지요. 제가 태어난 
베를린에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 문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는 
것이 매일 새롭습니다.

KAPLAN
교직원 이야기
Kaplan은 학생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을 교직원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Kaplan 선생님, 교장 
선생님, 방과 후 활동 매니저, 
숙소 담당 매니저는 모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연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APLAN의 교육 철학
Kaplan은 전문가의 지도가 뒷받침하는 영어 몰입 교육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Kaplan은 
완전한 몰입 교육을 위한 현대식 교수법과 최신식 교구, 개개인에 맞춰진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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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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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가득한 교사들

Kaplan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언제나  학생들에게 친근한 태도로 다가가는 
교사들을 엄선합니다. Kaplan 교사들은 
생기 넘치고 상호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들이 복잡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Kaplan의 소규모 학급에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우고 성장을 돕습니다. 

360도 학습

Kaplan은 교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참신하고 유의미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신 시사 내용,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수업 내용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최신식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과제를 밀접하게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빈틈 없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최첨단 시설

학생들은 Kaplan 교실에 설치된 상호 
작용 가능한 스마트 보드를 활용하여 
폭넓은 K+ 교과과정에 담긴 연습 문제를 
실제 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실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Kaplan 센터에서는 학생용 태블릿 PC  
(크롬북)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모든 선생님이 배려심 
많고 헌신적이며, 학생들의 질문과 고민에 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시나 도만, 스위스



클라우디아 라소
멕시코 (맨체스터 연수)

Kaplan 맨체스터에서 IELTS 
과정을 수강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예요. 
IELTS 시험에서 C1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 최고의 시간을 
Kaplan에서 보냈어요. 멋진 
친구들 역시 많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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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코 데 마르티니  
이탈리아 (더블린 연수)

영어의 중요성을 알기에 어학연수를 
결심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영어 실력이 정말 
유용하지요. 그런데 연수를 와서 
느낀 것은 영어가 취업에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처음 
연수를 결심했을 때는 오로지 
커리어만 제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Kaplan을 졸업하는 지금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APLAN 
학생 이야기

고즈데 젠긴
터키 (보스턴 연수)

근무했던 회사에서 더 나은 
직무를 맡고 싶어 연수를 
왔습니다. 처음 Kaplan 보스턴에 
왔을 때는 영어 실력만 향상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등교 
첫날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Kaplan에서 
대만, 일본, 콜롬비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알레한드로 콘트레라스
베네수엘라 (본머스 연수)

Kaplan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대화할 때 말하는 속도를 
많이 늦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요. 
속도를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이 방식이 
좋아요. 제 영어 실력이 매 순간 
더 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루이스 펠리페 토마스 데 수자
브라질 (몽트뢰 연수)

몽트뢰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들과 교직원을 만났거든요. 
몽트뢰에서 저는 프랑스어 실력과 
함께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준 
Alpadia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여성 교육 지원
Kaplan은 2013년부터 국제구호개발 
NGO인 플랜인터내셔널 영국 지부와 
함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소외된 여성들에게 향상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plan은 플랜인터내셔널의 
교육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세네갈의 16개 학교에 재학 중인 
9-16세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1,000
명의 교육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고, 
아프리카 여성 교육자 포럼(the 
Forum of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의 지침에 따라 
483명의 시에라리온 여성들에게 
교사 양성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Kaplan은 플랜인터내셔널이 
짐바브웨에서 진행하는 여성 청소년 
교육 지원 SAGE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SAGE는 
짐바브웨 현지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교육 기회가 박탈된 여성 청소년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무료 영어 교육 제공 및 후원
Kaplan은 RefuAid를 비롯해 다양한 
자선단체들과 협력하여 시리아 난민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Kaplan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난민과 망명자를 위한 
교육 단체에 Kaplan의 온라인 학습 
자료 사용권을 제공하여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APLAN 사회 공헌 활동 
Kaplan은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과 기부를 
진행하며, 요청 시 지역 자선단체와 
학교에서 Kaplan 시설 및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봉사와 
기부활동은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Kaplan 
학생들이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고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지난해 Kaplan은 지역 노숙자 쉼터에 
식료품과 의류를 지원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아프리카 학교에 IT 기기를 
기증하였습니다. 

KINDNESS 교육과정
Kindness 교육과정은 학교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Kaplan이 
교육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호주와 미국의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Kindness 
Factory와 협력하여 설계했습니다. 
3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채택된 이 
커리큘럼은 교사들에게 실용적인 
학습 활동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역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정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고 연습하며 친절에서 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합니다.

KAPLAN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합니다
Kaplan은 1938년부터 언제나 사람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Kaplan 글로벌 본사가 소재한 미국의 
카플란 교육 재단 (KEF) 은 2006년부터 경제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aplan은 세계 각지의 자선단체 및 NGO들과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커리어를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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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KAPLAN 과정을 
선택하세요
학업 기간이나 목표에 상관 없이  Kaplan에서 여러분께 
꼭 맞는 흥미로운 어학 과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애정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Kaplan 교사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자신감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KAPLAN 영어 과정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 시험 준비, 유창한 영어 구사,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 학생들이 영어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합니다. Kaplan에서는 학생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 과정
다양한 레벨에 맞게 매주 개강하는 일반영어, 준집중영어, 
집중영어 과정을 선택하여 최소 1주부터 최대 52주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기제 과정
수개월 동안의 해외 연수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세요. 현지에서의 시간은 여러분이 
보다 학업적, 직업적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과정 업그레이드
일대일 과정 혹은 수업 시수를 늘림으로써 더 빠르게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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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영어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에서는 직업적인 환경에서 쓰이는 영어를,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에서는 토론과 발표를 연습하면서 
학문적인 영어를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온라인 과정
현지 연수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연수를 
경험해 보세요.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선생님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방과 후 
액티비티는 전 세계 친구들과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LPADIA 

자유 과정
연중 언제든, 어느 레벨이든 스탠다드 20, 인텐시브 
25, 프리미엄 30 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프랑스어와 
독일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시험 준비 과정
Alpadia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인언어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DELF/DALF, TCF, TELC, 
Goethe, TestDaF 시험 준비 과정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대학 진학 준비 과정
Alpadia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통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다양한 유럽 국가 대학으로의 진학을 
준비하세요. 비즈니스, 디자인, 엔지니어링, 금융, 
정보체계, 미디어, 음악 등 다양한 전공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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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만의 독보적인 수업 교재인 K+ Course Books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학생들을 여러 분야의 최신 동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영어 학습의 길로 안내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연습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차근차근 갖게 됩니다. 또한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교재가 제공됩니다.

Kaplan의 회화 스터디 클럽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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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Space에서는 
성적 관리, 온라인 문법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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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법, 발음 및 어휘 연습 문제와 질의응답, 영상 및 오디오 
예시를 통해 학생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개인별 장단점에 
맞춰 K+ Extra 구성은 세부 조정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개인 
계정에 자동 저장됩니다.

KAPLAN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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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Space와 K+ Extra를 통해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K+는 CEFR(외국어 능력 국제평가기준)시험에 맞춰 고안되었습니다.

Kaplan Online English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

Course Books

Learning Clubs

  Learning Space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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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영어 연수의 특장점
전 세계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늘도 Kaplan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0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보유한 
Kaplan은 학생들의 빠른 실력 향상을 도우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Kaplan을 
특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특장점 세 가지를 아래 소개해 드립니다

영어 실력 보장 정책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집중 영어 과정을 10주 이상 등록 시 Kaplan
이 자신 있게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보장합니다. 10주간 성실히 수업에 참석하고 모든 과제를 
수행하면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레벨 향상이 가능합니다. 95% 이상의 출석률, 학생행동지침 
준수, 과제 100% 수행에도 목표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께는 추가 4주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이용 및 약관을 참조하세요: kaplan.to/gptc22 

REAL ENGLISH 
Real English는 여러분들이 교실 밖에서 진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고안된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매 주 앱 디자인, 단편영화 촬영, 안내 브로셔 제작, 자선 행사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위해 영어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의미부여가 되고, 수업에서 배운 영어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팀 프로젝트를 통해 리더십과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까지 배우게 됩니다.

KAPLAN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

Kaplan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는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온라인 적응형 영어 능력 평가 방식입니다. 제출한 
답안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음 질문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레벨과 학업 목표에 알맞은 반 편성이 가능하게 하며, 학습 기간과 
교과목을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Kaplan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는 출국 전을 포함하여 학교 도착 후, 
목표 레벨 진급 희망 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 성적은 대학 입학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읽기 문법 회화 작문

Kaplan의 K+ 학습 시스템은 연구 기반 피드백과 
그룹 대상 학습법을 접목하여 영어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K+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새로 배운 영어를 사용하고,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또한 Kaplan 
Online English으로 필요한 만큼 영어를 충분히 
연습하여 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을 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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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 Online English 는 면대면으로 제공하던 카플란의 
언어 몰입 교육과 학업 서비스 전체를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타임 온라인 과정입니다. 친근한 카플란 
교사진의 정규 수업, K+ Learning Clubs, 방과 후 액티비티, 
스터디 센터, K+ Learning Space, 레벨 테스트 등의 카플란 
모든 서비스 혜택이 온전히 제공됩니다.

풀타임 온라인 과정 KAPLAN ONLINE ENGLISH
Kapln Online English 과정은 Kaplan의 친근하고 열정적인 교사진이 전 세계 학생을 만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현지 연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온라인 교실에서 회화와 작문을 
배우고,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또한 Kaplan은 온라인 방과 후 
액티비티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노래방, 영화 감상, 요리 강습, 퀴즈 대회로 친구들과 
영어를 즐겁게 연습하며 친해지도록 돕습니다. 

K
AP

LAN ONLIN
E

ENGLISH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는 현지 연수에 
추가하기 좋은 파트타임 온라인 과정입니다. 하루 1
시간씩 말하기 또는 문법 수업을 듣거나 두 과목 모두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면대면 학습 과정과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를 병행하여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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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자유 과정 영어 학기제 과정
준집중 및 집중 학기제 과정 (5, 6, 8개월)
영어 구사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지인처럼 해외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학기제 과정을 
추천합니다. 학생들은 5개월, 6개월, 8개월 학기 중 1개를 선택하여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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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은 5개월, 6개월, 8개월 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월 학기에는 2번의 방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집중영어 혹은 집중영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는 기회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학기제 과정은 지정된 개강일에 시작하며, 과정별 개강일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aplan.do/enp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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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업그레이드
집중영어 및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
단기간에 빠른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할 경우, 기존 
집중영어 과정에 수업 레슨을 추가해 보세요. 전체 
기간의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일시적인 시수 증가도 
가능합니다.

• 집중영어 업그레이드:  매주 6시간 추가 레슨

•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 매주 9시간 추가 레슨 
집중영어 수강 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 Real English 
를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으며,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집중영어 업그레이드는 영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대일 과정 (대면 및 온라인)
때로는 개별적인 지원이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영어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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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3명 그룹 수업도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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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실력 보장 정책 
Kaplan은 10주간 집중영어 수업에 성실히 참석하고, 모든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에게 적어도 한 단계 이상의 레벨 향상을 
약속합니다. 95%의 출석률 달성, 행동규범 준수, 과제 100% 
수행에도 레벨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4주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은 카플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센터에서만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이용 및 약관을 확인하세요: kaplan.to/
gpt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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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NGLISH 
Kaplan의 Real English 선택 과목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 실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영어 준집중영어 집중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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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
간

K+ LEARNING SPACE
K+ Learning Space에 접속하여 보충학습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25시
간

K+ LEARNING CLUBS*
교사 주도로 진행되는 무료 회화 워크샵으로 대화, 
시험 준비, 비즈니스, 영화 및 드라마, 요리, 사진, 
시티 투어,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주제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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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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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간

REAL ENGLISH
Real English 선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로
소통하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팀워크를 동시에 기르게 됩니다.

영어 실력 보장 정책
집중영어 학업 10주 간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수업에 
임했음에도 레벨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추가 4주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카플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만 제공)

KAPLAN ONLINE ENGLISH
Kaplan의 수업과 학업 서비스 및 학습 자료 전체를 온라인에서 
이용합니다. Kaplan Online English 수업을 등록할 때 영어 
수업은 선택사항입니다.

주당 시수 15 20.25 26.25

*미국에서 준집중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소 주당 3시간의 K+ Learning Clubs 참여가 필수입니다. 

유연한 학업 계획 설정
Kaplan의 자유 과정은 매주 월요일 개강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주부터 최대 52주까지 
개인별 목표 성취에 필요한 학업 강도와 시수를 설정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수업을 들을 수도,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업 레벨
Kaplan의 자유 과정은 초급 – 고급 학생들이 연중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기초 레벨 학생들도 지정 개강일에 맞춰 시작 가능합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Kaplan은 발음 교정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다채로운 선택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Kaplan의 Real English는 교실 밖에서 구사하는 
실생활 영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KAPLAN과 함께 하세요

Kaplan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를 
Kaplan과 함께 하세요.

풀타임 온라인 과정 Kaplan Online English
Kaplan Online English는 카플란의 언어 몰입 교육과 학업 서비스 전체를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타임 온라인 과정입니다. 친근한 카플란 교사진의 실시간 
수업, K+ Learning Clubs, 방과 후 액티비티, 스터디 센터, K+ Learning Space, 레벨 
테스트 등의 카플란 모든 서비스 혜택이 온전히 제공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한 경우, Kaplan은 재 등교가 가능한 시점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졸업 후에도 KAPLAN과 함께 
Kaplan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K+ Learning Space과 K+ Extra 의 온라인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할 수 있습니다. 

K
AP

LAN ONLIN
E

ENGLISH

http://kaplan.do/enp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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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은 80년 이상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해 왔으며, 영어 실력이 미래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Kaplan 영어 시험 준비 과정은 TOEFL®, IELTS, Cambridge 시험에 맞춤 설계한 과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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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파트타임 과정은 최대 12주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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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득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파트타임

TOEFL IBT® 와 진학 영어 - 풀타임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과정 기간

어학 수준

개강일

최소 1주에서 최대 16주*

TOEFL iBT® 55점 이상 또는 중상급 이상

 매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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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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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FL IBT® 와 진학 영어 8레슨 
실전과 똑같은 형식의 컴퓨터 기반 TOEFL iBT®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며 피드백과 추가 학습 및 도서관 자료가 추가로제공됩니다.

보충 학습 7레슨

26
.2

5시
간

15
시

간

EXAM PREPARATION COURSES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의 경우, Cambridge 시험 준비 (20
레슨) 수업과 선택과목(8레슨)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출국 전 레벨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Cambridge 
시험 응시료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험을 치르려면 
추가 숙박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어떤 레벨의 Cambridge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Kaplan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북미에서는 Cambridge Part-Time 과정 또한 
제공합니다 (선택과목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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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ELTS 시험 응시료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IELTS 보충 과정 대신 IELTS Part-Time 과정을 제공합니다 (선택과목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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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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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수업 구성 주당 수업 구성

보충 학습

OR

보충 학습

과정 기간

과정 기간

어학 수준

어학 수준

개강일

개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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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주에서 최대 24주 (지역별 상이)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지역별 상이)

영국 및 아일랜드: 중급 이상 / 캐나다: 중상급 이상 

중상급에서 고급까지 (30페이지 참조)

지역별 수시 개강

지역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조
kaplan.do/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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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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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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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학습 자료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 참조.

K+ 학습 자료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 참조.

21
시

간
21

시
간

15
 시

간

5.
25

+시
간

5.
25

+시
간

교과과정
수업 시간: 45분

최소 연령: 만 16세 

학급 정원
TOEFL iBT®, IELTS, Cambridge: 평균 12명, 최대 15명

제공 지역: 8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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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

간선택과목 8레슨**
개인별 학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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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어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Kaplan의 특별 영어 과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대학 학업을 위한 어학 역량을 갖춥니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정에 맞춰 정교하게 구성된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K+ Extra
온라인 자기 주도 학습으로 문법, 발음, 어휘 연습 문제를 풀며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최소 중상급 이상의 레벨이어야 합니다.
**과정 기간은 학업 국가의 비자 규정 및 과정 커리큘럼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업 기간

어학 수준

개강일

최소 1주에서 52주 (지역별 상이)**

중급 이상*

최소 연령: 만 16세

제공 지역: 88페이지 참조

매주 개강

*캐나다에서는 이 과정을 English for Academic Pathways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당 20레슨의 일반 영어 수업과 주당 8레슨의 Academic Pathways 영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카플란 파트너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최소 5주의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EAP)
 등록이 필요합니다.

학업 기간

어학 수준

개강일

과정별 10주***

중상급 또는 IELTS 5.5 이상

최소 연령: 만 16세

제공 지역: 캐나다

지역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조: kaplan.do/enpl22

무제한 자료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
카플란의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는 Kaplan의 언어 몰입 교육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파트타임 온라인 과정입니다. Kaplan의 친근하고 열정적인 
교사진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수업 후에는 온라인 액티비티로 전 세계 
친구들과 즐겁게 영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부담 없는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습 자료
K+ Learning Space 및  
K+ Extra에서 제공하는 퀴즈와 
문제 풀이, 동영상, 오디오 파일 
등 방대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 
교실 밖에서도 영어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기 영어 테스트*
Kaplan의 맞춤 적응형 
온라인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점검하세요.

실시간 상호 작용
보안 걱정 없는 Kaplan의 
Zoom 기반 온라인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공유 화면을 
활용해서 각자 직접 쓰고 그릴 수 
있으며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학습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과 후 활동
퀴즈 대회, 노래방, 영화 감상, 
요리 강습과 같은 온라인 방과 
후 액티비티를 통해 영어를 
연습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 과정의 특장점
• 정기적으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 테스트 
• 매주 5일, 하루에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수업 중 선택:

• 1과목: 말하기 또는 문법 (주 5시간)
• 2과목: 말하기와 문법 (주 10시간)

• 하루 1회 이상, 친구들과 소통하고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방과 후 활동
•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K+ Learning Space 및 K+ Extra 이용권
• 한 반 구성 인원 최대 15명
• 과정 수료 시 출석 증명서 발급

KA
PL

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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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EAP)
(캐나다)

Kaplan의 대학 입시 준비 과정(EAP)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인 에세이 작문, 독해, 노트 테이킹 등을 배우고 영어 토론과 발표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캐나다의 Kaplan 
파트너 대학과 칼리지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입문 과정 
일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과 함께 
비즈니스 상황에 특화된 작문법, 다양한 
역할극 및 워크샵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어 역량을 강화하는 선택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충 학습

K+ Learning Clubs
회화 스터디 클럽으로 발음을 교정하고 토론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며, 요리나 사진 찍기 등 취미를 공유하고 새로운 특기를 배우며 실용 영어를 학습합니다.

K+ Learning Space
성적 관리, 온라인 문법 자료 검색, 수업 관련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며 온라인 활동, 게임, 퀴즈를 통해 수업 내용 복습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영어 8레슨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통해 직장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기릅니다. 전문적인 작문 
연습은 물론 역할극을 통해 입사 
지원, 면접, 회의, 발표, 컨퍼런스 
콜을 경험합니다.

6 
시

간

일반영어 20레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발음 등 영어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21
 시

간
5.

25
 시

간

집중 비즈니스 과정 
글로벌 환경에서 쓰이는 비즈니스 
영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과정은 비즈니스 영어 20레슨과 선택 
과목 8레슨으로 구성되어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영어 20레슨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통해 직장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기릅니다. 전문적인 
작문 연습은 물론 역할극을 통해 
입사 지원, 면접, 회의, 발표, 
컨퍼런스 콜을 경험합니다.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 (EAP) 28 레슨**
언어의 모든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통하여, 영어권 대학에서의 학업을 
위한 영어 실력을 향상합니다. 

15
 시

간

15
 시

간
6 

시
간

비즈니스 영어 과정

* 정기 테스트는 영국 KAPLAN ONLINE ENGLISH LIVE PRACTICE 에서만 진행됩니다. 



KAPLAN ALPADIA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우세요
스위스에서 시작된 Alpadia 어학교는 20년 이상 양질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Alpadia는 베를린, 
리옹, 프라이부르크, 몽트뢰에서 효과적이고 역동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97%의 학생이 연수 후에 응시한 공인 프랑스어, 
독일어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습니다.

ALPADIA 교수법
Kaplan Alpadia의 교수법은 실생활에 
쓰이는 언어 능력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EFR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 
레벨에 맞춰 다양한 FLE(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와 DaF(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수법을 사용하며, 생생한 언어적 
성취를 위하여 뉴스, 영화,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업에 적용합니다.

최고의 교사진
Alpadia 교사들은 학위에 준하는 자격과 
함께 아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언어 교육 경험

• 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수업 
구성 역량과 열정

• 학생 개개인을 향한 관심

• 학생의 지속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 교육 방식

철저한 학업 관리
Alpadia는 출국 전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반을 사전 배정하여 등교 
첫 날부터 수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 주 금요일마다 레벨 테스트가 
이뤄져 스스로 실력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생님은 학생의 학업 
진도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주간 피드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상급반으로 
이동할 실력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언제든 선생님과 함께 반 이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몰입 교육
언어 학습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lpadia는 다양한 방과 후 
액티비티와 근교 여행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생활 관련 워크샵*
여러분의 수월한 현지 적응을 위해 
ALPADIA는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을 
매주 진행합니다. 계좌 개설, 이력서 
작성, 면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해외에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은행 계좌 개설

• 보험 가입 및 증서 발급

• 이력서 작성

• 면접 준비

• 세금신고서 작성

• 발표 구성 및 진행

• 각종 시험 준비
*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옹에서 정말 즐거운 한 달을 보냈어요. 리옹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지내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좋고, 박물관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요. 저는 홈스테이에서 지냈는데 프랑스어를 연습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노련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프랑스어 수업도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었고요. 특히 Alpadia에서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앨리스 (리옹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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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dia는 모든 레벨에 맞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에 맞게 과정 종류와 시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레벨: 초급에서 고급까지 (A1*-C1)
학업 기간: 1 - 48주
개강일: 매주 월요일
최소 연령: 만 16세

*기초(absolute beginners ) 레벨은 별도 개강일 참고

과정 업그레이드
일대일 & 온라인 과정
특정 영역에 집중한 수업이나 더 빠른 향상을 원한다면 
일대일 과정을 추가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업 
영역과 진도, 목적에 맞춰 세심한 수업 구성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문화, 비즈니스, 금융, 보건 등 특정 분야에 
맞춘 수업이 가능하며, 7-8월 성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제공됩니다. 또한 일대일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WORK AND STUDY
Alpadia가 제공하는 다양한 커리어·인턴십·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실력을 더 향상하고 커리어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관광, 회계, 스포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흥미를 가진 분야의 현지 기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과정 
커리어 과정을 통해 현지 회사에서 일하고 소통하며 
여러분의 어학 능력을 최대치까지 향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절한 기업 선정부터 이력서 작성, 지원, 
면접까지 Alpadia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원요건: 최소 중상급 레벨

스위스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국적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만 가능

인턴십 과정 
현지 인턴십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언어를 더욱 향상하고 
어학 연수 그 이상의 귀중한 경험을 가져가세요. Alpadia
가 이력서 작성과 면접까지 전 과정에 함께 합니다.
지원요건: 최소 중상급 레벨

스위스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국적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만 가능)
발런티어 과정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있나요? 발런티어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어학 실력도 함께 
향상하세요.
지원요건: 최소 중급 레벨

스위스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국적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만 가능

프랑스어 ・ 독일어 자유 과정

 

콤비 5 & 10
콤비 5 & 10은 스탠다드 20에 일대일 과정 5-10레슨이 
추가된 형태로, 그룹 수업에 일대일 수업을 더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대일로 대화하며 실수를 교정 받고, 듣기와 
말하기를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해 보세요. 매주 
월요일, 연중 개강합니다.

스탠다드 20 인텐시브 25 프리미엄 30

주당 수업 구성 통합 수업으로 필수 
언어 역량을 기릅니다. 
언어 학습과 자유 
시간의 조화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과정입니다.

스탠다드 20에서 
회화 5레슨이 추가된 
형태로,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인텐시브 25에 작문 5
레슨이 추가된 형태로, 
빠른 실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과정입니다.

스탠다드 20레슨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대화, 발음 등 필수 언어 
역량을 기릅니다. (1레슨당 45분)

15시
간

+ 회화 5레슨 

역할극 등 실생활 대화에 초점을 맞춰 회화 
능력을 기릅니다.

5.25시
간

+ 작문 5레슨

정원이 최대 8명인 반에서 작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합니다.

3.75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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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 IN FRENCH STUDIES
150개국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DELF/DALF 자격증은 
학술 기관과 기업에서 모두 환영받으며, Alpadia 몽트뢰, 리옹 
센터와 근거리에 있는 공식시험센터에서 연 3회 치러집니다.

 
 
 
TEST IN FRENCH LANGUAGE SCHOOLS
DELF/DALF에 다음으로 응시자가 가장 많은 TCF 시험은 학생의 
프랑스어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aplan Alpadia 몽트뢰와 리옹 센터는 공식 TCF 시험 
센터로, 각 센터에서 연간 약 7-8회 정도 시험이 열립니다.

 
 
 
 
THE EUROPEAN LANGUAGE CERTIFICATES
TELC GmbH(독일성인교육협회)가 주관하는 TELC는 CEFR(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초급(A1)
부터 능숙(C2) 레벨까지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언어능력시험입니다 Kaplan Alpadia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 센터는 TELC 공식 시험 센터로, 매월 
중급(B1) - 고급(C1) 에 해당하는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프랑스어 ・ 독일어 시험 준비 과정 
Alpadia는 다양한 시험 준비 과정을 연중 제공하여 학생들이 필요와 목표에 알맞은 시험을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PROMOTION OF THE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BROAD
괴테-독일어능력시험은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이 
주관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언어능력시험으로, 
많은 평생교육원과 기업에서 언어자격증으로 쓰입니다. Kaplan 
Alpadia 베를린 센터는 매월 중상급(B2) - 고급(C1) 에 해당하는 
괴테-독일어능력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TEST OF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TestDaF는 독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TELC와 함께 
추천하는 시험입니다. 청해, 독해, 작문, 회화 영역으로 구성된 
TestDaF는 공식시험센터인 Kaplan Alpadia 베를린 센터에서 연 
5회 치러집니다. 

주당 수업 구성

시험 준비 10레슨
성공적으로 프랑스어 ・ 독일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배우고 습득합니다.

스탠다드 20레슨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대화, 발음 등 필수 언어 역량을 기릅니다. 

시험 준비 30

사라, 이탈리아 (리옹 연수)

프랑스어 실력을 더욱 향상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던 Alpadia 프랑스어 과정에 
등록했고, 공부하면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수업이 
기본적으로 즐거우면서도 알차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모두 뛰어나시고요. 개인적으로 
프랑스라는 나라와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인 리옹에서 지낸 시간도 뜻깊었어요. 
오기 전에는 리옹을 작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며칠 
안에 다 둘러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와 
보니 볼거리도 정말 많고, 문화, 자연환경,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하는 산책도 참 좋았고, 특히 리옹에서 경험한 프랑스 
식문화는 최고였습니다. 리옹은 정말 완벽한 도시예요.

 

마리, 일본 (프라이부르크 연수)

프라이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매우 가까워서 공항에서 
직행 버스를 타고 쉽게 올 수 있었어요. 학생 기숙사는 
매우 청결하고 필요한 가구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트램만 타면 도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최적에 위치에 
있었어요. 
프라이부르크는 너무 번잡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은 
적당한 소도시이고, 근교에 갈 만한 곳도 많아요. 도시가 
제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독일어 연수도 
여기를 택했어요. Alpadia 수업은 노련한 선생님들이 
정말 잘 이끌어 주세요. 문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이 정말 즐겁거든요. 반에 스위스 
친구들이 꽤 많은데, 우린 항상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방과 
후에도 함께 어울려 다녀요. 제 독일어가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Alpadia에서 공부를 마치면 
독일에서 취업할 생각예요. 다음 주에는 면접을 보러 
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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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전 평가

 
1주

지원 및 CLA 
수령  A

12-16주 

비자 지원  B 
 

8-12주

어학 과정 
 

12-46주
C1-시험

입학 시험 준비 C

4-8주

대학 진학 
서비스

6-8주

대학 입학 D 

겨울 학기         
(8월-10월) 

또는 여름 학기         
(1월- 3월)

독일 대학 진학 준비 과정*
Kaplan Alpadia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은 유럽 유수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단계별 계획을 제안합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본 과정을 통해 비자 신청, 어학 수업, 해외 생활과 학업 적응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독일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
• 40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 독일의 대학 진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4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스튜디엔콜렉** 진학을 도와드립니다.  

• 대학 진학에 요구되는 필수 어학 성적 취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어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 비자 신청부터 입학 신청까지, 대학 진학 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독일 커리어 패스웨이 과정
독일은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유연근무제 운영 및 높은 중소기업 비율 등의 장점으로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께 추천 드리는 국가입니다. 

Kaplan Alpadia의 독일 커리어 패스웨이 과정은 여러분의 원활한 독일 취업을 지원합니다. 비자 신청, 숙소 선정, 행정 서류 처리와 독일어 
학습까지 저희와 함께 수월하게 준비하세요. 각 단계에서 노련한 커리어 코치들이 여러분이 지망하는 분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과정은 프랑스와 스위스 센터에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lpadia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aplan.to/alpadiapathways22 
 
**스튜디엔콜렉은 독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학 준비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독일의 공교육 기관입니다. 독일 대입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에 상응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먼저 스튜디엔콜렉에 진학해야 합니다. 스튜디엔콜렉의 2학기 과정은 졸업 시험인 Feststellungsprüfung (FSP) 대비를 목적으로 
하며, 수험 과목은 향후 수학을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FSP를 통과한 학생은 독일 대학의 원하는 전공 과정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엔콜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lpadia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책자에서 확인하세요: kaplan.to/alpadiapathways22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1. 무료 사전 평가
사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현재 자격 조건을 파악하고, 희망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학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및 입학 허가서 수령 E

학생의 대학 원서 접수와 조건부 입학 허가서(CLA) 수령을 도와 드립니다. 입학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대학 예비자 과정인 스튜디엔콜렉
(Studienkolleg)의 입학시험 초청장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지원합니다.

3. 어학 과정 
C1 레벨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실력을 습득하도록 도와드립니다. Alpadia는 어학 과정 및 숙소 알선은 물론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몽트뢰, 
리옹 센터에서 공인 어학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대학 진학 서비스
사전 평가부터 대학 지원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돕는 패키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패키지 가격 정보는 Alpadia 개별 센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평가 
 

1주
평가 절차 및 
CLA 수령 F

비자 신청

8-12주
어학 과정 B2 시험

C1-MED OR  
C1-PROFESSIONAL 

 
12주

커리어 코칭

8-12주

블루 카드/노동 
허가서 수령 

6-8주

커리어 패스웨이 과정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
성공적인 커리어 과정을 위한 일곱 가지 지원 옵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무료 사전 평가
무료 사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현재 자격 조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계획을 제안합니다.

2. 학업 및 경력 사항 파악 F 
독일 비자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학업 및 경력 증명서 취득을 지원합니다.  

3. 비자 신청 지원
알맞은 취업 비자 지원 및 필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4. 입국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숙소 선정, 서류 준비 등 독일 입국 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5. 어학 과정  
취업을 준비하며 빠르게 어학 실력을 향상하고 현지 문화를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6. 커리어 코칭
만족스러운 취업 결과를 위해 단계별 커리어 코칭을 제공합니다.

7. 가족 초청
정착이 완료된 후 배우자나 자녀의 독일 입국 계획이 있다면 가족 비자 신청, 현지 학교 입학 등 전반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A  CLA = 조건부 입학 허가서(Conditional Letter of Acceptance)
B  Student Applicant 비자 신청자는 필수로 선택
C   스튜디엔콜렉 수학 준비 과정 옵션 (베를린 센터에서만 제공)
D  특정 과정의 경우 1-3월에 개강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대학 학위 과정은 8-10월에 개강
E  모든 Academic Pathway 학생들에게 필수
F  구직 비자 신청자는 필수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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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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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영어 시험 수준
• TOEFL® 0-12
• IELTS 3.5-4.0
• CAMBRIDGE 100-120
• KITE 225-274

영어 능력 성취 기간: 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A1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Deutsch 1 시작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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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영어 시험 수준
TOEFL® 55-74
IELTS 5.5-7.0
CAMBRIDGE 160-180 B2 
FIRST
KITE 425-499

영어 능력 성취 기간: 3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B2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Goethe Zertifikat B2
• TELC Deutsch B2
• TestDaf 3
• TELC Deutsch B2 + Beruf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36주

간단한 회화 및 기본적인 독해, 짧은 길이의

작문(메모와 편지) 가능.

  공식 영어 시험 수준
TOEFL® 13-36
IELTS 4.0-4.5
CAMBRIDGE 120-140 A2 KEY
KITE 275-349

영어 능력 성취 기간: 1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A2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Deutsch 2 시작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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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영어 시험 수준
TOEFL® 75-91
IELTS 7.0-7.5
CAMBRIDGE 180-200 C1 Advanced
KITE 500-534

영어 능력 성취 기간: 4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C1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Goethe Zertifikat C1 (ZMP)
• TELC Deutsch C1 Hochschule &   
   TELC Deutsch C1 + Beruf
• TestDaf 4 & TestDaf 5
• Deutsch Sprachprüfgung für den    
   Hochschulzugang (DSH)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4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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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영어 시험 수준
TOEFL® 37-54
IELTS 4.5-5.5
CAMBRIDGE 140-160 B1 
PRELIMINARY
KITE 350-424

영어 능력 성취 기간: 2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B1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Start Deutsch 2
• Zertifikat Deutsch (ZD)
• TELC Deutsch B1 + Beruf   
• Goethe Zertifikat B1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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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영어 시험 수준
• TOEFL 92+
• IELTS 7.5+
• CAMBRIDGE 200+ C2   
    Proficiency
• KITE 535+
 
영어 능력 성취 기간: 50주

 공식 프랑스어 시험 수준
• Delf C2
• TCF
• e-TEF 

 공식 독일어 시험 수준
• Goethe Zertifikat C2
• TELC Deutsch C2
 
프랑스어/독일어
능력 성취 기간: 60주

LOWER INTERMEDIATE (영어)
UPPER ELEMENTARY  

(프랑스어&독일어)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영어)

UPPER INTERMEDIATE  
(프랑스어 & 독일어)

ADVANCED

A1 (초급)

A2 (중하급)
B1 (중급)

B2 (중상급) 
C1 (고급)

C2 (능숙)

언어 능력 향상 단계
Kaplan 과정을 시작하기 전 미리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실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영어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적응형 
평가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 목표와 필요를 이해함으로써 레벨에 
알맞은 반 편성이 가능하고 학습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5주마다 레벨 테스트를 치르며 실력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plan의 언어 능력 단계는 CEFR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 레벨에 따라 총 6
개로 나눠집니다. CEFR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언어평가기준으로,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 사용자의 언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PROFICIENCY (영어)
VERY ADVANCED (프랑스 & 독일어)

Kaplan은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자신 
있게 보장합니다. 집중영어를 등록한 
학생이 10주간 지침에 따라 출석률 95% 
달성 및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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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의 영어 실력 보장 정책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에서만 유효합니다.

GU

ARANTEED

  P R O G R E SS

Editable text version Outlined text version with solid white centre Outlined text version with white centre knocked out

A4 Pag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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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Kaplan의 30세 이상 특화 센터는 만 30세 이상의 
학생들이 수준 높고 원숙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지닌 30세 이상 
학생들을 위한 수업, 네트워킹 이벤트,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합니다. 

연중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최소 1주부터 길게는  
9개월까지 학업 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30세 이상 특화 센터
영국 런던
전 세계 비즈니스를 이끄는 대도시 런던에 위치한  
30세 이상 특화 센터
자세한 정보는 70페이지 참고

영국 리버풀
음악과 문화,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넘치는 도시 
리버풀의 30세 이상 특화 센터
자세한 정보는 67페이지 참고

미국 뉴욕
뉴욕 센트럴 파크를 이웃하고 있으며, 맨해튼 중심에 
자리한 뉴욕의 30세 이상 특화 센터
자세한 정보는 49페이지 참고

캐나다 토론토
다양한 문화와 창의성이 오가는 토론토 다운타운의  
30세 이상 특화 센터
자세한 정보는 57페이지 참고

Kaplan에서의 연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커리어 개발과 이직에서 
영어 실력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Kaplan의 영어 연수 과정을 선택했고, 
그건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마르첼로 폰세카, 브라질 

KAPLAN 30세 이상 특화 센터

30+ 전용 시설 및 공간
모든 30세 이상 특화 센터에는 전용 시설 및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30+ 전용 액티비티
30세 이상 학생들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춘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현지 비즈니스 실무자의 초청 강의 등에 
참여하는 등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하고 세계적으로 
인맥을 넓혀 보세요. 네트워킹 이벤트, 와인 및 칵테일 
나이트, 갤러리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 학업 지원
초청 강연, 발음 교정 클리닉, 회화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학 실력을 향상하세요.

30+ 학생 자율권 보장
Kaplan은 법, 마케팅, 경제 영어 등 30세 이상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선택과목을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30+ 학생 지원 서비스
모든 30세 이상 특화 센터에는 전담 스태프가 
상주하며 특별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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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PLAN 
FAMILY
1938년, 스탠리 카플란은 뉴욕 
브루클린의 부모님 집에서 수험생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스탠리 
카플란은 교육이 가진 힘과 중요성을 
체감하였고, 성공의 비결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본인의 실력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장 배경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모두가 치르는 
표준화된 시험이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탠리 카플란은 시험 준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도왔으며, 가정집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교육 사업은 현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카플란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Kaplan Family
는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의학, 경제,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KAPLAN TEST PREP
Kaplan Test Prep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 시험은 물론 변호사, 의사, 간호사 면허시험에 
이르기까지 200개 이상의 공인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kaptest.com

KAPLAN INTERNATIONAL 
PATHWAYS 
Kaplan Pathways는 전 세계 학생들이 영국, 미국, 
호주에 소재한 40개 이상의 협력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Kaplan Pathways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목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 전공 지식, 영어 실력을 성취하게 되며,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kaplanpathways.com

MPW
MPW(Mander Portman Woodard)는 영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립학교 중 한 곳으로, 캠브리지, 런던, 
버밍엄에서 영국 및 국제 학생들에게 학부예비과정인 A 
Level과 GCSE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pw.ac.uk

 

KAPLAN BUSINESS 
SCHOOL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호주의 Kaplan 
Business School(KBS)은 비즈니스, 회계, 마케팅, 경영, 
관광, 기업학, 공공보건, 디지털 경영, 프로젝트 경영, 
리더십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합니다.

kbs.edu.au

 

KAPLAN MEDICAL 
Kaplan Medical은 미국 의사 자격시험(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을 대비해 공인 전문의들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kaplanmedical.com

DUBLIN BUSINESS 
SCHOOL (DBS)
1975년 설립된 DBS는 아일랜드 정부의 인증을 받은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DBS는 전일제 및 시간제 
학·석사 과정, 회계 및 경영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dbs.ie

KAPLAN FINANCIAL 
Kaplan Financial은 80년 이상의 교육 노하우, 최신 
온라인 학습 시스템, 우수한 교과과정, 업계 최고 
교사진과 심사원들로 구성된 영국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수천 명의 영국 및 국제 
학생들이 영국 전역의 27곳의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온라인 과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Kaplan 
Financial은 회계, 금융 트레이닝 및 실습, 금융시장, 
영국 유수의 기업 인턴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kaplan.co.uk

KAPLAN GENESIS 
Kaplan Professional Middle East는 중동에 본사를 
두고 전문 자격증, 재무와 디지털 기술 역량, 행동 발달을 
위한 통합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kaplangen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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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연수 프로그램
Kaplan의 단체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연수 경험을 선사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려는 어린 학생들부터 의학 전문 시험 준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필요와 목적에 따른 단체 
연수를 Kaplan이 구성해 드립니다.

왜 KAPLAN인가요?
맞춤 프로그램 구성
Kaplan은 여러분이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특정 업계나 목적에 맞는 어학 수업과 함께 참여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액티비티 종류를 배정합니다.

합리적인 비용

예산 범위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액티비티 종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Kaplan 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세요.

인솔자 무료 혜택

인원이 15명인 그룹의 인솔자는 연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인솔자가 없다면 추가 인원 1명에게 무료 
학업 혜택이 돌아갑니다.

인원에 따른 할인

Kaplan의 단체 연수 프로그램 비용은 학생 인원이 많아질수록 할인됩니다.

단체 연수의 기준

KAPLAN의 단체 연수 프로그램은 최소 8명 이상의 인원이 단체로 동일한 일자에 출국하여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명 미만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KAPLAN
이 제공하는 단체 연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연수 반 구성
1. 개방형 구성: 기존 Kaplan 학생들과 골고루 섞여 반이 배정됩니다.

2. 전용 구성: 단체 연수 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반이 신설됩니다

3. 혼합 구성: 그룹 내 일부는 기존 Kaplan 학생과 함께 섞여, 일부 학생은 전용 반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CHOOSE YOUR GROUP TYPE

프라이빗 연수
친구, 가족, 동료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어학 연수

기업 연수
기업 임직원의 단체 어학 연수

CHOOSE YOUR COURSE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과정 (만 16세 
이상. 만 12세 또는 14세 이상의 경우, 전용 
구성으로 등록 가능)
목표에 따라 다양한 시수의 어학 과정을 
선택하세요.

 

CHOOSE YOUR ACCOMMODATION

홈스테이
카플란이 엄선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누리세요.

학생 기숙사
카플란이 엄선한 기숙사에서 전 세계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 보세요.

4. CHOOSE YOUR DATES & DESTINATION

비성수기 (9월 - 5월)
성수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카플란에서 
공부하세요

성수기 (6월 - 8월)
연수를 즐기기 최적의 날씨인 여름에 카플란을 
선택하세요! 특히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연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연휴
부활절, 크리스마스, 설날, 이드 등 지역별 
휴일을 이용하여 카플란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휴를 보내세요.

다채로운 연수 지역

시험 준비 연수
공인 어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단체 
연수
 
학교 연수
학교 학생들의 단체 연수와 해외 경험

대체 숙소
카플란 브로셔에 없으나, 학생에게 꼭 맞는 대체 
기숙사 옵션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연수하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택하거나, 희망 
과정을 알려 주시면 최고의 지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제공 과정

미국 & 캐나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영어 
(미식축구, 하키, 야구 등)

영국 & 아일랜드 :  엔지니어링 영어

프랑스 & 독일 & 스위스: 프랑스/독일 역사와 
문화, 조리, 호텔 및 관광
지역별 센터 소개는 42페이지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카플란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공항 픽업 서비스, 
전문 강사 초빙, 현장 견학 (기업체, 
스포츠 구장, 박물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패키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5.  ADD YOUR EXTRAS 

QR 코드 스캔으로 
단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만나세요

맞춤형 어학 과정 (만 16세 이상)
의학, 법학, 역사, 엔지니어링, 시험 준비 등 
특화된 어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단체 연수 구성 5단계

학원 연수
학원 학생들의 단체 연수와 해외 경험

장학 연수
정부/기업에서 주관하는 장학 연수

주니어 여름 캠프 (만 8-18세)
다양한 액티비티를 포함한 주니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여름 캠프가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열립니다. 

자체 숙소
학생 필요에 맞는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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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의 엄선된 숙소
여러분이 머무는 숙소에 따라 현지에서의 경험이나 만나는 친구들,  편안함과 주변 환경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Kaplan은 고품격 학생 기숙사 및 홈스테이 가정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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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친구들이에요.

후안 호세, 멕시코

제 홈스테이 가족은 정말 최고였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면서 항상 관심있게 대해 
주셨거든요. 함께 하는 식사도 너무 즐거웠고, 
놀러 나갈 때면 픽업도 해주셨죠.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세심히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도 더 많이연습할 수 
있었고 실력도 일취월장하더라고요. 누군가 
제게 홈스테이가 어떤지 물어본다면, 좋은 
점뿐이라고 답해줄 거예요.

클로에 트뤼엘, 프랑스

홈스테이 (만 16세 이상)

홈스테이 가족과 매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어학 실력을 키우고,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Kaplan은 꼼꼼한 심사를 
거쳐, 외국인 학생들에게 내 집 같이 편안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홈스테이 가정을 
선정합니다.

또한 베를린 센터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홈스테이 옵션을 제공하여,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독일 가정에서 지내며 
자율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 기숙사 (만 18세 이상)*

학생 기숙사에서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며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쌓으세요. Kaplan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기숙사 종류를 
갖추고 있으며,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방 형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아파트

• 개인 스튜디오

• B&B 호텔

여러분이 선택한 지역에 어떤 기숙사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Kaplan에 문의해 
주세요.
*일부 학생 기숙사는 만 16세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Kaplan의 전문 상담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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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
Kaplan의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누비며 지속적으로 언어를 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근교 여행, 스포츠, 
미식 등 여러 관심사를 충족하는 방과 후 활동으로 Kaplan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온라인 과정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 전 세계 학생들을 온라인에서 만나 교류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 예시
대면 활동

・ 근교 자연 방문 및 등산, 트레킹
・ 비치발리볼
・ 축구
・ 미니 골프
・ 번화가 쇼핑
・ 박물관 및 아트 갤러리 방문
・ 야간 노천 시네마 방문
・ 자전거 여행
・ 펍 방문
・ 와인 테이스팅
・ 공원 피크닉

온라인 활동

・ 온라인 노래방
・ 테마별 퀴즈
・ 쿠킹 클래스
・ 그림 그리기
・ 영화의 밤

KAPLAN에서의 일주일
Kaplan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심도 있는 수업으로 언어를 공부하고,  
신나는 방과 후 활동과 여행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첫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45-10:15
오리엔테이션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10:15-10: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30-12.00 반 배정 테스트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

13:30-16:30 시티 투어 야외 영화관 의회의사당 방문 호수 자전거 여행 비어가르텐 클럽

첫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45-10:15

오리엔테이션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0:15-10:3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30-12:00 반 배정 테스트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3:30-16:30 센터 및 시티 투어 애프터눈 퀴즈 옥스포드 스트릿 
쇼핑 박물관 관람 펍 방문

첫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30-10:00 반 배정 테스트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0:00-10:1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15-11:45 오리엔테이션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영어 수업

12:30-16:30 시티 투어 버클리 대학교 
미술관(BAMPFA) 틸든 공원 인터내셔널 밋업 알카트라즈 섬 투어

카플란 주간 일정 예시
실제 일정은 센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방과 후 활동은 무료이나 간혹 참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런던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첫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30-8:45 오리엔테이션

9:00-10:30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10:30-10:5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55-12:25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프랑스어 수업

12:25-13:2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16:30 시티 투어 영화 감상 박물관관람 와인 테이스팅 자전거 여행

리옹

더블린은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도시예요. 
바다, 산, 들판, 호수, 절벽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친구들과 즐기는 기네스 
맥주까지. Kaplan의 방과 후 
액티비티도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켜 주는 활동들로 가득하고요.

 
베로니카 바티스티니 
더블린 연수

베를린

센터별 주간 일정은 예시로 현지 상황과 계절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어제 온라인 트리비아 게임에 즐겁게 
참여했어요. COVID-19 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지만, 
Kaplan의 온라인 수업과 액티비티는 
정말 즐거워요. 토론토에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라라 마스카로 
토론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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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캠퍼스, 역동적인 에너지와 오랜 
역사가 공존하는 대도시에서 햇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해변까지! 
다채로운 지역에 위치한 9개의 Kaplan 센터는 북미 대륙의 
거대한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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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보스턴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하여, Boston Commons 

공원과 Freedom Trail 등 대표 명소들과 이웃한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  보스턴 소재 대학으로의 우수한 진학률을 자랑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  생기 넘치는 대학가를 누비세요. 명성 높은 아이리쉬 
바,  번화가 Back Bay의 다양한 식당과 클럽을 탐험하고 
U2와 킹스 오브 리온까지 수많은 록밴드가 거쳐 간 
파라다이스 록 클럽에서 라이브 음악을 즐기세요.

• 미국 독립전쟁의 중심이었던 보스턴은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역사의 
흔적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보세요. 

주요 국적 비율
터키 29% , 콜롬비아 25% , 브라질 20% , 한국 14%,  프랑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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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Cambridge 시험 준비

센터 정보
11 Beacon St, 
Boston, MA 02108

 kaplan.to/harvard 
 facebook.com/kicbostonharvard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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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센터 정보
444 North Michigan Avenue 
Chicago, IL 60611

 kaplan.to/chicago 
 facebook.com/kicchicago

주요 특징
• 카플란 시카고는 시카고의 화려한 번화가에 위치하여 

각종 관광지와 쇼핑가와 가까우며, 아름다운 미시간 
호수가 도보 거리에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 시카고 센터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및 도시 철도가 
위치하여 편리하고 수월한 도시 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 대도시 시카고를 느낄 수 있는 끝없는 고층건물과 
밀레니엄 공원, 주요 박물관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 시카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 야외 
모험, 축제의 본거지입니다.

• 시카고는 미국의 금융, 무역, 산업, 교육 및 기술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국적 비율
콜롬비아 33%, 터키 24%, 브라질 24%, 
사우디 아라비아 12% , 스페인 7%

다양한 문화, 음식과 음악이 공존하면서 특유의 정감을 지닌 메트로폴리탄 도시, 시카고자갈이 깔린 거리와 공원을 누비는 하버드 대학생들의 생기가 가득한 학문의 도시,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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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흔들리는 야자수와 꿈꾸는 Hollywood가 있는 LA LA LAND, 로스앤젤레스

카플란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두가 웃는 얼굴로 반겨주어 친구를 사귀기 어렵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편인데도 이미 많은 친구를 사귄 걸 보면, 
카플란이라면 누구든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경, 한국 
로스앤젤레스 연수

주요 특징
• UCLA를 이웃한 카플란 로스앤젤레스 센터에서 버스로 

조금만 가면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이 펼쳐집니다. 
인근의 LA 다운타운과 Hollywood도 언제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카플란 학생 앰배서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활동을 기획 및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센터에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기르며 함께 카플란 로스앤젤레스 센터를 꾸려 갑니다.

•  카플란의 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으로 해변 자전거와 
서핑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기고,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곳곳을 누비세요. 

주요 국적 비율
일본 26% , 터키 22% , 프랑스 22%, 이탈리아 17%,  한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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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센터 정보
1100 Glendon Avenue 
Los Angeles, CA 90024

 kaplan.to/westwood 
 facebook.com/kiclosangeles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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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용 라운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맨해튼 중심에 자리한 센트럴 파크를 이웃하여 뉴욕 곳곳을 누비세요

뉴
욕

뉴욕 30세 이상 특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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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정보
1790 Broadway, New York, NY 10019

 kaplan.to/central-park 
 facebook.com/kicnewyorkcentralpark

카플란 뉴욕 30+
• 만 30세 이상 학생을 위해 구성된 수업에서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세요.
• 30+ 전용 교실, 라운지, 리셉션이 제공되어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들과 편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 30+ 방과 후 활동으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식 기행부터 각종 박물관까지, 
뉴욕의 곳곳을 성숙한 취향에 맞게 누비세요.

•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커리어 
개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  30+ 전용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으로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세요.

주요 특징
•  센트럴 파크를 이웃한 카플란 뉴욕 센터는 뉴욕 현대 

미술관 (MoMA), 타임 스퀘어, 록펠러 센터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  뉴욕 도심을 편하게 누빌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 
카플란 뉴욕 센터는 모던하고 훌륭한 시설로 최적의 
학업 환경을 자랑합니다.

•  뉴욕 센터는 100여 개 이상의 협력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 진학 서비스 (UPS)를 제공합니다.

•  실생활에 바로 사용하는 살아 있는 영어를 공부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선택 과목 (연극·비즈니스 수업 등) 

• 브로드웨이 연극, 뉴욕 유명 박물관, 각종 스포츠 경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

주요 국적 비율
브라질 23% , 터키 23%, 프랑스 22%,
이탈리아 19% , 독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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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센터 정보
1790 Broadway, New York, NY 10019

 kaplan.to/central-park 
 facebook.com/kicnewyorkcentral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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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도전하는 예술가, 이상주의자, 철학자를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대학 도시, 버클리

 

카플란 선생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언제나 열정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하면서, 친근하고 인내심 있게 학생들을 대하시거든요. 명확한 설명으로 
학생을 이해시키기까지 기꺼이 시간을 들이시고요. 카플란 샌프란-버클리 
센터는 다운타운 근처라 식료품 가게, 근사한 카페, 영화관, 쇼핑가가 가까워요. 
특히 중국, 일본, 지중해, 브라질 등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식당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조반니 모지노, 앙골라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연수

주요 특징
• 카플란 샌프란시스코-버클리는 UC 버클리와 금문교가 

바라다보이는 틸든 공원을 이웃하며, 샌프란시스코 
시내와는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 카플란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센터는 생동하는 음악과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대학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 카플란의 든든한 지지를 받아 최상위 명문 대학인 UC 
버클리를 비롯해 다양한 카플란 협력 칼리지와 대학교에 
지원하세요.

• 카플란 중상급 레벨을 수료한 학생은 별도의 
공인어학성적 없이 버클리 시티 칼리지로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주요 국적 비율
프랑스 12.2%, 중국 11.2%, 일본 8.8%,
한국 8.6%, 브라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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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센터 정보 
150 Berkeley Square, Berkeley, CA 94704

 kaplan.to/berkeley 
 facebook.com/kic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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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언덕과 따뜻한 바다, 꽃이 반기는 거리… 태평양 해안에서 만나는 지중해의 우아함, 산타바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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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란에서 단순히 영어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생활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브루나 테론, 브라질 
산타바바라 연수

주요 특징 
•  산타바바라 시티 칼리지 안에 자리한 카플란 

산타바바라에서 생동감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과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적 혜택을 
누리세요.

• 광대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칼리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즐기세요.

• 카플란의 알찬 주말 여행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 
시스코, 샌디에고, 라스베이거스를 누비세요.

• 서핑, 암벽 등반, 비치발리볼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연중 
내내 즐겨보세요!

• 신나는 축제, 활기 넘치는 레스토랑,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즐겨보세요.

주요 국적 비율
프랑스 29%, 스위스 25%, 브라질 19%, 
사우디 아라비아 13%, 이탈리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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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Cambridge 시험 준비

센터 정보
721 CLIFF DRIVE
ECC 16 SANTA BARBARA, CA 93109 

 kaplan.to/santabarbara 
 facebook.com/kicsantabar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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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대자연, 풍성한 음악,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도시, 시애틀

 

카플란 시애틀 센터는 가장 다문화적인 공간이예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영어 공부라는 동일한 목표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금방 친해져서 항상 떠들썩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곳이예요.

줄리아 슈트라이허, 스위스 
시애틀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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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OEFL iBT®와 진학 영어

센터 정보 
Seattle Downtown 
51 University Street, Suite 300  
Seattle, WA 98101

 kaplan.to/seattle 
 facebook.com/kicseattle

주요 특징
• 시애틀 미술관과도 가까운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하여, 

학생 라운지에서 아름다운 시애틀 만과 올림픽 산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대학 진학 서비스 (UPS)로 워싱턴 주립대를 
비롯해 워싱턴 주에 소재한 14개의 대학과 칼리지로 
진학이 용이합니다.

• 모던하고 깔끔한 센터 환경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시애틀 하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어학과 대학 수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국적 비율
일본 31% , 사우디 아라비아 27%, 콜롬비아 18%, 
한국 13%, 중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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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평화로운 코스모폴리탄 도시,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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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토론토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력 넘치고 다문화적인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  카플란 토론토 센터는 다운타운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론토 명소로 꼽히는 CN타워, 세인트 
로렌스 마켓, 리플리 아쿠아리움,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이튼 센터와 인접하며, 유니언 역 및 페리 선착장과 
가까워 근교 여행하기 최적의 위치입니다.

•  카플란 토론토는 훌륭한 수업과 학생 서비스로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 학생 설문 조사에서 „최고의 
ESL 학교“로 매번 선정됩니다.

•  센터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모던한 학생 기숙사에서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생활하게 됩니다.

• IELTS 테스트 센터로도 운영되는 카플란 토론토는 
모던하면서 깔끔한 교실, 학생 라운지, 컴퓨터실, 공용 
공간을 갖추어 최적의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카플란 협력 칼리지 및 대학교로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주요 국적 비율
브라질 30% , 프랑스 24%,  한국 19%, 
콜롬비아 15%,  터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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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EAP)
• TOEFL iBT®와 진학 영어
• IELTS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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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to/toronto 
 facebook.com/kictoronto

카플란 토론토 30+
• 만 30세 이상 학생을 위해 구성된 수업에서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세요.

• 30+ 전용 라운지와 공용 공간에 간단한 다과가 
구비되어 30+ 친구들과 편히 교류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열리는 K+ Global Connect를 통해 토론토, 
뉴욕, 런던, 리버풀의 만 30세 이상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Zoom 회의에 참여하세요. 

• 매월 뉴욕 30+ 센터 학생들과 화상 미팅으로 
폭넓은 교류가 가능합니다.

• 30+ 전용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으로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세요.

토론토 30세 이상 특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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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to/toronto 
 facebook.com/kic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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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덮인 산맥과 푸르른 숲이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을 품은 해안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된,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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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EAP)

센터 정보
755 Burrard Street 
Suite 300, Vancouver BC, V6Z 1X6

 kaplan.to/vancouver 
 facebook.com/kicvancouver

주요 특징
• 밴쿠버 중심 번화가인 알버니 스트리트에 자리한 카플란 

밴쿠버 센터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해변이 펼쳐집니다.
• 밴쿠버 곳곳을 잇는 대중교통 중심지 인근으로 통학 및 

매우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체계적인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과정(EAP)으로 현지 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스키 여행을 비롯한 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으로 휘슬러, 

빅토리아, 시애틀 등 손쉽게 근교 주말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적 
브라질 27%,  일본 25% , 멕시코 19%, 
한국 17%, 스위스 13% 

 

한국에서도 영어 학원을 다녔지만, 결국은 캐나다 현지 어학연수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밴쿠버에서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카플란에서  전 세계 각양각색의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캐나다 생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트리샤 고, 한국 
밴쿠버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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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18세기 건축과 로만 바스를 간직한 가장 영국적인 도시, 바스

주요 특징
• 카플란 바스 센터는 유서 깊은 건물에 자리하여, 도보 

거리에 중세 사원과 각종 카페, 가게, 레스토랑이 
위치하여 방과 후 시내를 편히 누빌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쉴 수 있습니다.

• 런던, 브리스톨, 카디프, 옥스포드, 솔즈베리, 
스톤헨지까지 영국 곳곳을 여행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주요 국적 비율
이탈리아 28% , 스페인 24% , 사우디 아라비아 18% , 프랑스 
16% , 독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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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과정

기타 프로그램
• 40세 이상 과정 과정

센터 정보
5 Trim Street, Bath, BA1 1HB

 kaplan.to/bath 
 facebook.com/kic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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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작가, 과학자, 정치인의 발자취로 가득한 명문 교육 도시, 캠브리지바닷가의 알록달록한 오두막과 부두 위 회전목마, 따끈따끈하고 짭조름한 감자 튀김을 즐길 수 있는 
전통적인 영국의 해안 도시, 본머스

주요 특징
• 카플란 영국 센터 최대 규모로 단독 건물의 널찍한 

교실을 사용하며, 버스로 5분이면 해변과 본머스 시내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 센터에는 학생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안뜰이 있습니다.

• 생기 넘치는 대학 도시 본머스는 레스토랑, 칵테일바, 
클럽, 코미디 극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 본머스는 The Bournemouth Air Show 및 The Arts 
by the Sea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축제 및 행사의 
본거지입니다.

•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유네스코 쥬라기 해안과 
뉴포레스트를 즐겨보세요.

주요 국적
사우디 아라비아 37% , 스위스 19% , 이탈리아 18% , 터키 
15% , 스페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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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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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정보
130-136 Poole Road, Bournemouth, BH4 9EF

 kaplan.to/bournemouth 
 facebook.com/kicbournemouth

주요 특징
• 한적한 뉴넘 지역의 에드워드풍 건물에 자리한 카플란 

캠브리지 센터에서 자전거로 10분 거리에 캠브리지 
시내가 펼쳐집니다.

• 런던에서 불과 50분 거리에 있으며 주말에는 에딘버러, 
암스테르담, 브라이튼, 파리 등의 목적지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카플란 캠브리지 센터 정원에서 열리는 즐거운 바베큐 
파티는 한여름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 학기제 과정 학생은 무료로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5% , 터키 21%, 사우디 아라비아 21% , 
브라질 18% ,  스페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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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센터 정보
75 Barton Road, Cambridge, CB3 9LG

 kaplan.to/cambridge 
 facebook.com/kic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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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전통 춤 케일리 체험, 위스키 증류소 방문, 하이랜드 주말 

여행 등 스코틀랜드 특유의 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합니다. 

• 센터는 Edinburgh Castle, Medieval Royal Mile 및 
Arthurs Seat 언덕 산책로에서 도보 거리의 조지 왕조 
시대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연중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코스는 8월에 가능)

• 학교와 가까운 기숙사는 일년 내내 운영되며 우수한 
호스트 가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입장이 가능한 박물관, 갤러리, 왕립 식물원 모두 
학교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습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2% , 브라질 22% , 독일 21% ,  
스페인 19%,  스위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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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Trinity GESE 시험 준비  

(단체 연수 신청 시)

센터 정보
26 St. Andrew Square,  
Edinburgh, EH2 1AF

 kaplan.to/edinburgh 
 facebook.com/kicedinburgh

유서 깊은 고딕 첨탑과 명문 에딘버러 대학교,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 축제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교육이 한데 모여 숨쉬는 도시, 에딘버러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에딘버러에서 공부하며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스코틀랜드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노련한 카플란 선생님들의 
교수법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에딘버러에서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미리암 마르티네즈, 스페인 
에딘버러 연수



센터 정보
Cotton House, Old Hall Street,  
Liverpool, L3 9TX

 kaplan.to/liverpool 
 facebook.com/kicliverpool

카플란 리버풀 30+
• 만 30세 이상 학생을 위해 구성된 수업에서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세요.
• 30+ 전용 리셉션, 스터디 센터, 라운지 등 공용 

공간에서 동료 학생들과 편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 매 주 커피 클럽이 진행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어를 연습하고, 30+ 방과 후 활동으로 서로를 
편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 매월 초청 강연 진행으로 영국 비즈니스와 커리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30+ 전용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으로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세요.

 센터 정보
Cotton House, Old Hall Street,  
Liverpool, L3 9TX

 kaplan.to/liverpool 
 facebook.com/kicliverpool

A thriving capital of music, culture, business and sport, home to The Beatles and rich 
maritime history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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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30세 이상 특화 센터 브릿팝에서 축구까지, 대영 제국의 해양 심장부이자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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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카플란 리버풀은 비즈니스 영어에 특화된 센터입니다. 

리버풀 도심 비즈니스 지구에 자리한 카플란에서  
집중 비즈니스 영어로 심도 있게 공부하세요.  

• 무어필즈 지하철 역은 도보 2분, 학생 기숙사는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카플란 리버풀에서 조금만 걸으면 비틀즈가 처음으로 
공연했던 캐번 클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버풀의 상징, 피어 헤드(Pier Head)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리버풀FC의 홈구장인 안필드 스타디움 투어를 비롯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됩니다.

• 리버풀은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로 손꼽히는 도시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5% ,  사우디 아라비아 21% , 
프랑스 20% , 스페인 18% , 스위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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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 스카이 가든, 과학 및 자연사 박물관 무료 여행, 수상 

경력에 빛나는 웨스트엔드 뮤지컬 티켓 할인, 런던 
외 지역으로의 주말 여행 등 다양한 사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개강일 첫 날, 카플란 친구들과 함께 런던을 구경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 런던의 명소 코벤트 가든과 대영박물관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매주 카플란 펍 나이트로 전 세계 60개국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8% , 프랑스 23% , 브라질 19% , 
스위스 16%, 터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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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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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풍성한 문화와 역사의 도시, 런던

런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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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플란 런던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학교의 위치였습니다. 카플란의 
강사진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는 카플란을 추천하고 싶어요.

마티아스 산도발, 아르헨티나 
런던 연수 

센터 정보
3-4 Southampton Place  
London, WC1A 2DA 

 kaplan.to/coventgarden 
 facebook.com/kiclondon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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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IELTS 시험 입문 
• Cambridge 시험 준비 
• Cambridge 시험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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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런던 최고의 위치에서 영어를 배우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언어 학습 경험을 쌓으세요.
• Palace House에 위치한 30+ 센터는 쇼디치의 트렌디한 

바 (bar) 밀집 지구와 도보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City of London과도 가깝습니다. 

• 센터 주변에 즐비한 칵테일 바, 클럽, 음악 공연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 주말에는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을 만나보세요. 

• 훌륭한 런던의 교통 연결편을 통해 여러 도시와 국가를 
쉽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 런던의 도시 랜드마크들을 최대한 누리고 풍부한 다문화 
역사를 기념하는 광범위한 소셜 액티비티를 즐기세요.

LO
N

D
O

N
 

런던 30세 이상 특화 센터 

카플란 런던 30+ 
• 전문화된 영어 수업에서 다양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배우세요.  
• 폭 넓은 전문적인 코스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일대일 수업을 

포함하여 실무 기반이거나 학문적인 초점을 맞춘 
다양한 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네트워킹 이벤트와 초청 강연 진행으로 
영국 비즈니스와 커리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30+ 방과 후 활동으로 런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펍 나이트, 각종 
박물관 및 갤러리 방문, 템즈 강 크루즈로 런던을 
즐기세요.

성숙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런던의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세요

센터 정보
Palace House, 3 Cathedral St,  
London SE1 9DE 

 kaplan.to/londonpalacehouse 
 facebook.com/kiclondoncolleges

2023 새로 오픈!

http://kaplan.to/londonpalacehouse
http://facebook.com/kiclondoncolleges


주요 특징
•  카플란 맨체스터는 아티스트와 DJ, 인디 밴드의 

천국이자 “맨체스터의 홍대” 라 불리는 노던 쿼터에 
자리해 있습니다. 

• 카플란 센터 바로 앞에서 무료 시티 버스를 타고 도시 
곳곳을 편하게 누빌 수 있습니다.

•  대학 도시로 유명한 맨체스터에는 95,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시티 FC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와 에티하드 스타디움 투어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국적
사우디 아라비아 51% , 쿠웨이트 19% , 이탈리아 10% , 
브라질 10% , 터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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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nity GESE 시험 준비 

(단체 연수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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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to/manchester 
 facebook.com/kiemanchester

맨
체

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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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창의적인 미식 문화, 친절함과 자부심이 넘치는 생동하는 대학 도시 맨체스터

 

맨체스터는 최고예요! 도시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세랍 아리살, 터키 
맨체스터 연수



푸르고 따뜻한 지중해의 매력이 담긴 영국의 전통적인 해안 휴양지, 토키

주요 특징
•  카플란 토키는 아름다운 정원과 테라스, 노천 수영장을 

갖춰 한여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토키 시내로 도보 5분이면 닿는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토키는 독특한 

자연적 매력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수많은 
유기농 농장이 운영되는 환경 친화적 도시입니다.

• 유명한 범죄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출생지로, 그의 
삶을 기념하는 투어와 축제를 연중 즐길 수 있습니다.

• 본교 건너편에 위치한 성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8% , 스페인 22% , 프랑스 21% ,  사우디 
아라비아 17%, 독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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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Trinity GESE 시험 준비 

(단체 연수 신청 시)

센터 정보
30 Ash Hill Road 
Torquay, TQ1 3HZ

 kaplan.to/torquay 
 facebook.com/kictorquay

토
키

옥
스

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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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J. R. R. 톨킨이 ‘반지의 제왕’ 을 집필한 곳 서머타운 

지역의 에드워드풍 건물에 자리한 카플란 옥스포드에서 
버스로 5분이면 옥스포드 시내가 펼쳐집니다. 

• 센터 카페테리아의 다양한 식단으로 든든하게 아침 및 
점심식사가 가능합니다. (채식 및 할랄 푸드 가능)

• 널찍한 센터 정원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야외 활동과 
한여름 바베큐를 즐길수 있습니다.

• 파리와 암스테르담, 에딘버러 등 다양한 도시로  
주말 여행이 운영됩니다.

주요 국적
이탈리아 25% , 사우디 아라비아 25% , 터키 18%,  프랑스 
17% , 독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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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IELTS 시험 준비
•  Trinity GESE 시험 준비 

(단체 연수 신청 시)

센터 정보
108 Banbury Road, Oxford, OX2 6JU

 kaplan.to/oxford 
 facebook.com/kieoxford

고대 도서관, 고딕 양식 사원, 중세풍 칼리지로 수백년 간 이어져 온 교육의 도시, 옥스포드



더
블

린

주요 특징
•  카플란 더블린은 문화와 네트워킹의 중심지이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템플 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  리피 강변의 우아한 19세기 건물에 자리한 카플란 
더블린 센터는 학생 기숙사까지 도보 20분 거리입니다.

•  아일랜드 곳곳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으로 
모허 절벽, 위클로우 산맥, 호스 등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경험하세요.

주요 국적
이탈리아 40% ,  프랑스 29%,  스페인 16%, 
독일 9% , 브라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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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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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연수 신청 시)

기타 프로그램
• CELTA 교사 연수
•  영어 및 비즈니스 수료증 과정

센터 정보
The Presbytery Building,  
7 Exchange Street Lower, Temple Bar 
Dublin D08 PX27

 kaplan.to/dublin 
 facebook.com/kicdublin

고대 건축물부터 떠들썩한 번화가까지,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 더블린

 

기왕 영어를 배울 거면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는 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카플란이 영어 교육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 방식부터 학생 
후기까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여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플란 더블린에서 공부하며 다른 사람들과 영어로 훨씬 편하게 의사소통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구직 기회도 훨씬 많아졌어요.

자이라 바스콘세로스, 앙골라 
더블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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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Alpadia 는 아름다운 자연, 
오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자랑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유럽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알프스 산맥, 
광활한 숲, 명성 높은 박물관과 미술관, 
아름다운 건축물 등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하는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워 보세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리옹

몽트뢰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프랑스

프랑스어 · 독일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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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옹

The city of lights is sophisticated and historic, with excellent museums, a dynamic cultural 
life and fantastic shopping 

ALPADIA 
L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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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카플란 알파디아 리옹은 론 강이 내려다보이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아름다운 19세기 건물에 자리해 
있으며, 넓고 환한 교실과 학생 라운지로 쾌적한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벨쿠르 광장을 비롯해 각종 명소와 쇼핑가와 인접하여 
방과 후 친구들과 편하게 리옹 시내를 누비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 센터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이 
있어 편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주요 국적
스위스 34% ,  브라질 20% , 이탈리아 17% , 스페인 15% 
, 독일 14%

프랑스어 과정
• 스탠다드 20
• 인텐시브 25
• 프리미엄 30
• 콤비 5 & 10
• 커리어·인턴십·발런티어 과정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DELF/DALF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TCF 공식 시험 센터

센터 정보
Quai Jules Courmont 6  
69002 Lyon, France

활기 넘치는 문화 생활과 훌륭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빛의 도시, 리옹

 

리옹은 즐길 거리가 많아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완벽한 곳이예요. 전 
홈스테이를 이용했는데, 프랑스어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알파디아 리옹 수업은 재미있으면서 알차고, 선생님들도 뛰어나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사귈 수 있었고요.

알리체 피냐카 
이탈리아, 리옹 연수



베
를

린

프
라

이
부

르
크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검은 숲의 생태 도시, 프라이부르크독특한 개성과 매력적인 역사, 문화적 다양성이 살아 있는 아방가르드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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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DIA 
Berlin

주요 특징
• 카플란 알파디아 베를린은 활기 넘치는 쇤네베르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컨퍼런스룸,  컴퓨터실, 학생 
라운지, 자판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센터 도보 2분 거리에 대중교통이 다녀 숙소에서 
편하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과 후 친구들과 
쇤네베르크의  카페, 바, 식당을 가거나 각종 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박물관과 야외 극장 방문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됩니다. 

주요 국적
스위스 57% , 이탈리아 15% ,  
스페인 10% , 프랑스 10% , 터키 8% 

독일어 과정
• 스탠다드 20
• 인텐시브 25
• 프리미엄 30
• 콤비 5 & 10
• 커리어·인턴십·발런티어 과정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Goethe Zertifikat 시험 준비
• TELC Deutsch 시험 준비
• TestDaF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커리어 패스웨이 과정

베를린 B2 보장 정책
베를린 센터의 ‘B2 보장 정책’은 사전 온라인 레벨
테스트 결과로 학생이 B2 레벨을 달성하기까지의 예상
학업 기간을 측정하여, 학생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수업에 임했음에도 예상 기간까지 B2 레벨을
달성하지 못했을 시 추가 4주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조건 및 정보는 T&C 참조.

센터 정보
Haupstraße 23/24, 10827  
Berlin, Germany

ALPADIA 
Freiburg

주요 특징
• 카플란 알파디아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중심가의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에 자리하여 카페테리아, 테라스, 
정원 등 아름답고 차분한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활기 넘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뮌스터 대성당과 가까워 방과 후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프라이부르크 전체를 잇는 약 400km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로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 스위스 취리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등 다양한 유럽 
근교 도시로의 주말 여행이 진행됩니다.

주요 국적
스위스 64% , 이탈리아 15% , 스페인 9% , 프랑스 8% ,  
 브라질 5% 

독일어 과정
• 스탠다드 20
• 인텐시브 25
• 프리미엄 30
• 콤비 5 & 10
• 커리어·인턴십·발런티어 과정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TELC Deutsch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커리어 패스웨이 과정

센터 정보
 Werthmannstrasse 18, 79098 Freiburg,
Germany



몽
트

뢰

레만 호수를 따라 아름다운 별장이 늘어진 산악스포츠의 고장, 몽트뢰

ALPADIA 
Montreux

주요 특징
• 알프스 산자락 아래 레만 호수를 마주한 몽트뢰는 연중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 카플란 알파디아 몽트뢰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많은 
숙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 몽트뢰 센터는 환하고 아늑한 교실, 카페테리아, 공용 
주방과 테라스까지 쾌적한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작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선생님의 학생 개인별 
집중도가 높습니다.

• 세계적 규모의 스키장과 매우 인접하여 겨울 연수 
학생들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주요 국적
스위스 88% , 독일 4% , 스페인 3% , 멕시코 3% , 
이탈리아 3%  

프랑스어 과정
• 스탠다드 20
• 인텐시브 25
• 프리미엄 30
• 콤비 5 & 10
• 커리어·인턴십·발런티어 과정

시험 및 대학 진학 준비
• DELF/DALF 시험 준비
• 대학 진학 준비 과정
• TCF 공식 시험 센터
• FIDE 시험 준비

센터 정보
Grand-Rue 42  
1820 Montreux,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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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트뢰에서 공부하며 내성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언어 장벽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스위스 어학연수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었고, 러시아로 귀국한 후에도 
이 때 배운 프랑스어를 협력사와 일하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린다 개빈 
러시아, 몽트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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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글로벌 캠프
유럽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열리는 주니어 캠프
만 8-17세를 대상으로 하는  Kaplan의 주니어 캠프는 공부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으로 가득하며,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학 실력이 향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쌓아 보세요.

영어 캠프는 영국, 스위스, 독일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캠프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에서 
진행됩니다. 

잊지 못할 추억
Kaplan 주니어 글로벌 캠프에 온 학생들은 훨씬 
향상된 어학 실력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뿐 아니라, 흥미진진한 
근교 여행이나 다채로운 방과 후 활동은 Kaplan 
언어 학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교실 내 액티비티는 방과 후 활동이나 근교 
여행과 연관된 주제로 구성되어, 선생님께 배우고 
친구들과 연습한 내용을 교실 밖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활동을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홈스테이에서 생활한다면, 배운 
내용을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적극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Kaplan 주니어 과정은 단기 어학연수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문 
발행, 패션쇼 기획, 단편 영화 제작 등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문법,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창의력, 리더십, 시간관리 능력 또한 기르게 됩니다.

철저한 안전 및 숙소 관리
Kaplan은 학생 안전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이 안전 관리 인증을 받았으며, 
개별 학생 관리를 위해 교사-학생 비율도 훌륭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Kaplan은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와 홈스테이만을 공식 숙소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학생 기숙사와 홈스테이에서는 
캠프 기간 동안의 모든 식사를 제공하며, 다양한 
식단 선택지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필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국(영어 캠프)
런던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춘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캠퍼스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브라이튼
바다가 보이는 해안 절벽 위 아름다운 
빅토리아 풍 건물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바스
가장 영국적인 도시 바스의 유서 깊은 
건물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토키
영국 전통 해안 휴양지 토키의 주니어 
센터에서 캠프가 열리며, 자체 수영장과 야외 
테라스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됩니다.

 
프랑스  
 
파리-에늬 (프랑스어)
파리 시내에서 40분 거리의 넓고 평화로운 
공원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파리-파시 (프랑스어, 영어)
파리 시내에서 45분 거리, 푸른 나무가 
가득한 캠퍼스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비아리츠 (프랑스어)
산과 바다가 가까운 이국적인 에스파냐풍 
바스크 마을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스위스
엥겔베르크 (독일어, 영어)
고풍스러운 12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을 
개조한 건물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레잔-주니어/ 레잔-청소년 
(영어, 프랑스어)

실내 수영장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알프스 
리조트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몽트뢰 (프랑스어)
알프스 산자락 아래 아름다운 레만 
호숫가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독일 
베를린-반제 (독일어)
베를린 시내에서 30분 거리의 한적한 
그루네발트 마을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베를린-베어벨린지 (독일어, 영어)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베어벨린지 호수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어)
검은 숲의 끝자락, 생태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프랑크푸르트-란탈 (독일어)
프랑크푸르트의 란 계곡에 위치한 중세 
건물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KAPLAN 주니어 캠프 지역
Kaplan과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Kaplan 주니어 봄, 여름, 가을 캠프는 
흥미로운 수업뿐 아니라 다채로운 교실 내외 액티비티 및 근교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 시간에 캠프 친구들과 편히 어울리며 다양한 스포츠, 쇼핑, 관광 등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Kaplan의 Premium Plus 액티비티를 신청하여 수상스포츠, 놀이공원 방문, 
테니스, 승마 등을 통해 한층 즐거운 캠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중 액티비티 예시
• 윈저 성 (바스) 

• 런던 시티투어 (브라이튼) 

• 파리 에펠 타워 (파리-파시) 

• 아쿠아파크 (몽트뢰, 레잔-주니어/ 레잔-
청소년) 

• 체크포인트 찰리 (베를린-베어벨린지) 

*스위스 레잔에서 8-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봄·가을 캠프를 개최합니다.                                                                                        
Kaplan의 주니어 캠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kaplaninternational.com/junior-language-courses                                              
또한 여름 캠프 영문 브로셔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alpadia.com/en/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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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 ALPADIA                    
센터별 시설 및 서비스

KAPLAN & ALPADIA                 
센터별 과정

 학생 수 150명 이하
 학생 수 150 - 300명
 학생 수 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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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aplan 미국은 
평생교육기관 인증협회인 
ACCET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뉴욕: 뉴욕의 Kaplan 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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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s 
센터는 Languages Canada의 
회원이며 국제 학생 프로그램 
(ISP)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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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모든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센터는 영국문화원의 인증을 
받았으며, ENGLISH UK의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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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LAN의 세계 인증 및 회원가입 현황

캐나다 아일랜드미국 영국
80년 이상 역사를 지닌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는 언어 교육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aplan의 모든 센터는 주요 
인증 기관의 관리 하에 높은 
수준의 학업 수준을 달성하며 
전 사업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센터를 선택하든 교실 
안팎을 넘나들며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KAPLAN 영어과정 

K A P L A N I N T E R N A T I O N A L . C O M / K R

KAPLAN ALPADIA 프랑스어, 독일어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