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과정 안내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LSI
설립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

비즈니스 영어

법학 영어
의학 영어
영어 교사반
항공 영어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

대학 준비반
진학 영어
IELTS
TOEFL iBT
TOEIC
A-Level
GMAT & SAT
케임브리지 영어 능력 평가 과정 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B2 Business Vantage
DELF (프랑스어)
TEF (프랑스어)
CCIP (프랑스어)
프리미엄 코스 p28

괴테어학검정시험 B1–B2 (독일어)
1대1
9일 속성 과정
미니 그룹
미니 그룹 추가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

체험 과정 p32

최신 과정 정보,
레벨 및 날짜에
대해서는
www.lsi.edu를
방문하세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은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니어 코스 p50

취업 경험 (무급)
무급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데미페어/오페어
40세 이상 클럽
결합 과정
수업만 포함1

일일 캠프2
전체 패키지3
가족 프로그램
1
2
3

일부 센터에서는 더 어린 청소년(6-11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수업, 점심 식사, 평일 활동, 주말 하루 동안 온종일 이루어지는 여행.
수업, 점심 식사, 평일 활동, 주말 하루 동안 온종일 이루어지는 여행, 숙식 제공.

영국 런던 센트럴 p36

일반 20/일반 20 추가
집중 24/집중 24 추가
집중 25/집중 25 추가
집중 30/집중 30 추가
오후 10
1대1
저녁

영국 런던 헴스테드 p37

일반 과정 p8

어학원 연락처 p73

영국 브라이턴 p38

LSI 가족 프로그램 p72

영국 케임브리지 p39

주니어 코스 p50-71

영국 런던 일링 p63

어학원 p35-49

미국 뉴욕 p40

숙박 시설 p34

미국 보스턴 p41

사회 프로그램 p33

미국 샌디에고 p42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7-32

미국 샌프란시스코/버클리 p43

LSI 어학 시스템 p6

캐나다 토론토 p44

도착 첫날 및
실력 향상 p4

캐나다 밴쿠버 p45

LSI 소개 p2

뉴질랜드 오클랜드 p46

프랑스 파리 p48

스위스 취리히 p49

목차

호주 브리즈번 p47

어학원 및
과정안내

세계에서
인정받는 LSI

LSI는 업계 최고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산업 인증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어학원은 교육 연구와 지원 개발을
제공하는 기관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SI 어학원은 다음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들의 회원입니다.

All Year-Round Schools

LSI 취리히

"풍부한 지식을 갖춘 교사들은 학생이 한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잘 계획한다.
활동은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재 LSI 교육 ISI 사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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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생활을 하며 언어를 배워보세요
국제적인 분위기

서로 대화하는 수업 방식

전 세계의 학생들을 만나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외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도심에 있는 어학원

어학원은 세계 유명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 LSI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사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맞은 레벨 배정

첫날에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 학생의 레벨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레벨에 적합한 학급에 학생을
배정합니다.

14개

다기관 교육 과정

LSI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칩니다. 저희는 강의실에서 나누는 활기찬
의사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화를 통해 언어의 유창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다기관 교육 과정을 이용하면 하나 이상의 LSI
시설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29쪽을 확인하세요.

소수 정예 수업, 뛰어난 교사

정기적인 개인 상담과 효과적인 교육 과정 구성은
학생이 주요 의사소통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사들은 엄선되었으며,
친절하고, 도움을 제공하며, 늘 경청합니다.

언어 능력 인증서

마지막 날에는 수강한 과정과 수료한 레벨이 명시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학생의 언어 능력을
증명하지요.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홈스테이

다른 학생들 및 현지인들과 교류하여 교실 밖에서
언어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7개국에 위치

캐나다 밴쿠버 p45
미국 샌프란시스코/버클리 p43

캐나다 토론토 p44

미국 샌디에고 p42

98%

학생들의
추천을 받은 LSI*

미국 보스턴 p41

프랑스 파리 p48

미국 뉴욕 p40

스위스 취리히 p49

55년
이상의
경험

충분한 시설을 갖춘 어학원

탁월하게 구성된
다양한 국적

LSI 어학원은 편안한 환경 속에 최신 교육 자료와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컴퓨터실은 수업
중이나 자습 중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억양 연습부터 문법 및 어휘 학습 등
다양합니다.

2018년 학생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터키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중국
멕시코
대한민국
태국
영국
대만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기타

무료 Wi-Fi

LSI 학생들은 어학원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27개국
출신의 다양한
학생들

20%
9%
6%
5%
4%
4%
4%
3%
3%
3%
3%
3%
3%
3%
2%
2%
2%
2%
2%
1%
15%

케임브리지 p39
영국

런던 헴스테드 p37
런던 센트럴 p36
브라이턴 p38

38
어학
과정

호주 브리즈번 p47
뉴질랜드 오클랜드 p46

*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학생 조사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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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학 분야에 관한 저희 경험은
성공을 보장합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어학 교육을 55년 이상 제공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만족했습니다. LSI 센터는 완벽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직업, 학업 또는 개인적인 이유 등 언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LSI는 적합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체류 기간 제공되는 사회
프로그램, 수준 높은 숙박 시설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마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선사하며,
해외 생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평판이 곧 보증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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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도착

익숙하지 않은 나라로 이주하여 새로운 어학 과정을 시작하고,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새로
도착한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심지어 학생이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LSI는 어학원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높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지나도록
도와드립니다.
첫날 일정

LSI 어학원에 들어서자마자 환대를 받게 됩니다.
친절한 저희 행정팀과 학업 담당자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자리 잡도록 지원합니다.

예시 스케줄
수업 1 & 2*
09:00–10:45

화요일
목요일

또한, 일부 어학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LSI 브랜드 상품
• 도시 및 교통 지도

수요일

• 학생증 및 안내서
• 배치고사용 심층 레벨 테스트
• 학업팀 일원과의 개인 면담
• 어학원 규정, 강의 요강 및 시간표 소개
• 사회 프로그램, 숙박 옵션 및 현지 교통에 관한 정보
• 현지 국가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에 관한 조언
• 어학원 및 시설 소개/둘러보기
• 현지 지역 소개 또는 도보 방문
• 집중 과정을 위한 첫 수업
• 학생의 질문과 답변

월요일

첫날 및 오리엔테이션에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반 20

쉬는 시간
10:45–
11:05

수업 3 & 4*
11:05 – 12:50

집중 30

오후 10

일반 20
집중 24

집중 30

오후 10

일반 20
집중 24

집중 30

오후 10

일반 20
집중 24

집중 30

오후 10

금요일

집중 24

집중 30

• 과정 기간 - 과정이 길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 수업 수 - 더욱 집중적인 과정을 통해 더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입학 시 학생의 언어 레벨

오후 10

*성수기에는 일반 영어 수업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개별 어학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의
추가 미니 휴식 시간이 50분 세션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는 LSI 프로그램 과정 중에 각 학생의 학업 발달과 심리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학생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력을 향상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요.
LSI에서 공부한 후 도달하는 레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수업 5 & 6*
13:45 – 15:30

집중 24

일반 20

학생의 실력 향상

점심
12:50 –
13:45

오후 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현지 문화에
몰입하면서 목표 언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면
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LSI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하급
레벨 수업에서 시작했어요.
이젠 3개 레벨 위로 올라갔으며,
말하기에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 실력 향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니콜라 푸알베흐,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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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레벨 및
성취 능력

고급

대부분의 구문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아주 잘 합니다.
• IELTS 6.5+
• TOEFL iBT 110–120
• TOEIC* L/R 945+,
S/W 400+
• C1 & C2

• 케임브리지 영어: C1
Advanced & C2
Proficiency
• 진도는 다양합니다.

대학원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모국에서
취업을 합니다.

중상급

다양한 구문을 상당히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 IELTS 5–6.5
• TOEFL iBT 87–109
• TOEIC* L/R 785–
944, S/W 310–399

• B2
•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 8-12주 기간의 학습
과정

대학 학사/준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인턴십
또는 모국의 유급직에 취업합니다.

중급

문법 및 어휘를 비교적 잘 구사합니다. 여전히
자주 실수하지만, 언어를 잘 이해합니다.
• IELTS 4–5
• TOEFL iBT 57–86
• TOEIC* L/R 550–
784, S/W 240–309

• B1
• 8-12주 기간의 학습
과정
• 케임브리지 영어:
B1 Preliminary

취업이나 진학 준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중하급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를 무난한 정도로
정확하게 구사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 IELTS 3–4
• TOEFL iBT 9–56
• TOEIC* L/R 225–
549, S/W 160–239
• A2

• 8-12주 기간의 학습
과정
• 케임브리지 영어: A2
Key

초급

매우 간단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 IELTS 2–3
• TOEFL iBT 0–8
• TOEIC* L/R 120–
224, S/W 80–159

• A1
• 4-6주 기간의 학습
과정

입문

몇 개의 단어와 구만 아는 수준입니다.
• IELTS 1
• 4-6주 기간의 학습
과정

* TOEIC에는 두 가지 점수, 즉 듣기/읽기 점수와 말하기/쓰기
점수가 있습니다.

LSI는 두 개의 LSI 레벨을 함께 가르치는 브리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습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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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e-lsi

LSI 언어 학습 시스템

저희 어학원은 언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와 방법을 현장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LSI 어학원의 교수진은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참여합니다. 최신 언어 학습 이론을 고려하고 전체
어학원에서 실제로 사용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학원은 전부 건전한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저희 언어 학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언어 몰입

LSI에서는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언어의 문화에
몰입하며 '해당 언어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LSI 레벨

LSI 어학원에 학생이 도착하면 종합적 언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학생을 적합한 레벨의 수업에
배치합니다. LSI 레벨은 Common European
Framework, TOEFL iBT, TOEIC, IELTS 및
케임브리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밀접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LSI 레벨로 올라가려면
특정한 '레벨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야 합니다.
달성 여부는 테스트 점수 및 수업 참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LSI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기회를 통해 담당 교사와 진도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원장은 체계적인 테스트, 수업 성과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교사 평가를 통해 학생의 진도를
추적하며, 학생이 레벨 목표를 충분히 익혀 다음
레벨로 올라갈 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이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통해 저희는
레벨 사이 및 레벨 내에서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적합한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더
많은 시간 동안 적절한 레벨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최신 자료

저희 어학원에서는 언어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 교육 팀이 확인한 학생의 레벨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최신 오디오, 동영상 및 웹 기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실생활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언어를 교실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한 교사

저희는 어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질을 판단하는
가장 확인하기 쉬운 단일 척도가 교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I에서는 의욕이
넘치는 전문 교사들, 즉 국가별 교육 인증으로
자격을 갖춘 교사들하고만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체계적인 교사 개발 및 성과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담당 교사가 학생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화 교류

'언어를 배우고 해당 언어로 생활'함에 따라, 어학
연수 중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어학원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학 레벨을 테스트해보세요
www.apple.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LSI iPhone 및 iPad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E-LSI
(LSI의 이러닝)
수업과 더불어, 맞춤 제작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저희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별 로그인을 통해 시험 점수을
열람하고, 교사와의 1대1 지도 시간을 준비하고
기록하며, 풍부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보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영어 프로그램만 해당

또한,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별 학습 목표를
제공할 수 있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정
www.lsi.edu/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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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정

어떤 요구 사항이든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과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의 재교육 과정을
찾든, 장기간의 집중적인 과정을 찾든, LSI는 학생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www.lsi.edu/general-courses

일반 20

수업을 하는 동안, 다양한 일상 상황 속 의사소통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문법, 어휘, 발음,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를

다룹니다. 역할극, 실제 자료, 신문, 잡지, 유튜브,
기타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자료 및 연습과
더불어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일반 20

집중 24

집중 25

집중 30

오후 10

저녁 과정

추가 5

추가 10

1대1

위치

모든 어학원

영국, 오클랜드,
브리즈번

미국 및 캐나다

모든 어학원

모든 어학원

런던 센트럴,
오클랜드, 파리

모든 어학원

모든 어학원

모든 어학원

주당 수업 시간

16.67* (취리히:
15)

20

20.83

25 (취리히:
22.5)

8.33 (취리히:
7.5)

다양함

3.75 (미국 및
캐나다: 4.16)

7.5 (미국 및
캐나다: 8.33)

다양함

주당 수업 횟수
회당 수업 시간
(분)
최소 레벨

최대 학급 크기

최소 기간

최소 연령

20

50 (취리히: 45)
모두

16†

1주
16

24

50

모두

16†

1주
16

25
50

30

10

50 (취리히: 45)

50 (취리히: 45)

모두

모두#

1주

1주

16

16

중급

16†

16†

16

16

1주

다양함

다양함

5

45 (미국 및
캐나다: 50)

다양함

모두

16†

1

18 (파리: 16)

16

1주

1주

10

45 (미국 및
캐나다: 50)
모두
1

1주
16

다양함

45 (미국 및
캐나다: 50)
모두
1

1주

다양함

* 미국의 경우, 20시간/주입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은 60분이며, 실제 수업 시간은 50분 이상입니다.
† 취리히: 12, 영국: 15
# 취리히의 경우, 초급 레벨 이상

집중 과정

LSI는 집중 과정에서 주당 24회, 25회 또는 30회
수업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집중 과정은 일반 20
과정(일일 4회 수업)과 모든 레벨, 요구 및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선택 과목(일일 2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 수업은 집중 24와 25에서 매주 2회
실시되며, 집중 30 과정에서는 매일 실시됩니다.
관련 어학원 페이지를 열람하여 해당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선택 과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택 과목은 특정 날짜에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학원에 문의하세요.
선택 과목*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프랑스어/독일어
비즈니스 영어
법학 영어
의학 영어
TEF

DELF
CCIP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
TOEFL
TOEIC

오후 10

시간이 부족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 오후
10은 회화 실력,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높이거나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녁 과정

LSI의 저녁 과정은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낮
과정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저녁 과정은 문법, 어휘, 발음을 다루는 체계적인
언어 수업을 제공하며, 네 가지 핵심 기술(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을 향상시킵니다.
저녁 과정의 중점 분야 및 집중 정도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어학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세한 과정 정보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과정

일반적인 언어 능력이나 보다 전문화된 주제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룹 수업과 1대1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추가 과정은 5회 또는
10회의 개별 수업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생과
협의하여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은 일반 20
또는 집중 과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IELTS

케임브리지 영어(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B2 Business Vantage)

* 1년 내내 모든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과정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습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1대1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개별 수업입니다. 자신의 목표에 개인적으로
매우 집중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개별 수업이
이상적입니다(28페이지 참조).

9

10

www.lsi.edu/english-for-specific-purposes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비즈니스 영어

영어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즈니스 의사소통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키도록
구성된 유연한 특별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은 12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주마다, 새로운 교수 요목으로 모듈을 다시
시작합니다. 즉, 장기간 공부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넓히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교재도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중급-고급
• 주 10회 수업
• LSI 집중 30 과정 옵션
• 모듈 시작일: 어학원에 문의
• 16세 이상
•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에서는, 쓰기 연습, 프레젠테이션, 대화,
역할극 등을 현실적인 비즈니스 상황에서 조합하여
제공하므로, 비즈니스 어휘와 "유행어", 이메일,
메모와 서신 작성, 협상, 영어 인터뷰와 전화 대화를
연습하면서 기량을 높이게 됩니다.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 7
모듈 8
모듈 9
모듈 10
모듈 11
모듈 12

국제 무역
리더십 역량 개발 및 팀 강화
프레젠테이션 중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 부여 및 권한 위임, 회의 중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마케팅 및 광고
전자 상거래, 바이럴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은행 업무, 주식 시장, 인수합병
인간 관계 강화 및 네트워킹
채용 인터뷰
비즈니스 법률, 윤리 및 환경 문제
판매 및 협상 중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국제 기업의 경영 스타일

요청에 따라 특정 모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학 영어

의학 영어

• 일반 영어 수업 주당 20회
• 법학 영어 수업 주당 10회
• 중급-고급
• LSI 집중 30 과정 옵션
• 16세 이상
• 법률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8개의 주간 모듈
• 과정 기간: 1-8주

• 일반 영어 수업 주당 20회
• 의학 영어 수업 주당 10회
• 중급-고급
• LSI 집중 30 과정 옵션
• 16세 이상
• 의학 및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8
개의 주간 모듈
• 과정 기간: 1-8주

영어는 현대 법조계의 의사소통 언어입니다. LSI
는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민법, 회사법, 계약법, 정식 보고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법학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모듈 내용: 회사법, 계약법, 고용법 및 인적 자원,
인권, 이민 및 시민 자유, 경쟁/독점법, 인수 및 합병,
저작권, 형법 및 헌법. 요구에 따라 다른 모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런던 센트럴, 케임브리지, 토론토 및 오클랜드.

영어는 국제 의료계의 언어입니다. LSI는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물학, 의학,
간호학, 정식 보고서 작성 등의 분야에서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의학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모듈 내용: 일반 진료, 1차 의료, 가정 보건, 지도 및
지시, 약물 및 약리학, 급성 환자 치료 및 불치병,
정신 건강 및 환자 경청, 현대 세계의 의학.

어학원: 런던 센트럴, 케임브리지, 토론토 및 오클랜드.

www.lsi.edu/english-for-specific-purposes

영어 교사반

항공 영어

옵션 1: 개인인 경우
• 일반 20(16.7시간) + 주당 5회 또는 10회 개별 수업
• 개별 수업: 45분(미국: 50분)
• 중급-고급
• 개인 맞춤형

• 일반 20회 수업 및 주당 5회 또는 10회 추가 개별 수업
• 중급-고급
• ICAO 적합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옵션 2: 소그룹 수업
• LSI 집중 30 과정 오후 옵션
• 중급-고급
• 최소 학급 크기: 어학원에 확인
• TKT†(Teaching Knowledge Test, 영어 교사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하며, 4주 동안 TKT
모듈 3개를 학습합니다.

이 과정은 민간 파일럿이나 상업 파일럿 면허를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이론을 다룹니다.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제휴 비행 학교에서 비행 실습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 과목: 항공법, 비행/무선/전화 사업자 면허,
인적 요소, 항법, 기상학 및 항공기 기술.
어학원: 오클랜드

수업 과목: CLIL, 언어 분석, 교안 작성, 읽기/쓰기/
듣기/말하기 기술 교육, 교실 수업 활동, 리소스와
자료 사용, 학습자의 필요 사항 충족, 학습자의
실수에 대처.

TKT 모듈: 언어 및 언어 학습과 교육의 배경, 교안
작성,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 사용, 교육 및 학습 과정
관리.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학원: 미국, 케임브리지, 런던 햄스테드, 오클랜드의
LSI 어학원.
† 뉴욕에서는 TKT 시험이 제공되지 않음

"LSI 선생님과 정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말하기와 발음, 유용한
비즈니스 어휘 및 숙어에 중점을 둔 개인
맞춤 과정 덕분이죠."
올리비에 카이저, UBS 비즈니스 뱅킹, 스위스 프랑스어

LSI는 일반 영어 과정에 추가된 개인별 1:1
수업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주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20

+

집중 24, 25 또는 30

1:1 영어 교사반 수업
1:1 항공 수업
1:1 법학 수업

1:1 비즈니스 수업
1:1 의학 수업

자세한 정보는 어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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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해외 중기 연수(ATA) 및 해외 장기 연수(AYA)

12-48주 일반 및 학업 언어 프로그램 ATA: 12-23주 AYA: 24-48주
최대 1년까지 해외에서 지내면서 선택한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익히고,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ATA 및 AYA 프로그램은 LSI의 단기
과정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매주
2회의 추가 세션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지원 및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ATA 및 AYA
프로그램은 단기 과정보다 가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ATA 및 AYA의 주요 특징
• 주당 20, 24, 25 또는 30회 수업
• 과정 기간 12주 이상
• 권장 시작일: 1월, 4월, 9월 첫 번째 월요일*
• LSI 교사와의 매주 2회 추가적인 세션
• 최소 연령 16세 이상
• 입문반부터 중상급반까지#
• 수업: 50분(취리히의 경우 45분)
• 최대 학급 크기: 16명(취리히: 12,영국: 15)
• 오후 학업 옵션
• 정기적인 시험, 학업 상담 및 대학 진학 지원

개별 학습 계획은 레벨, 개인 목표 및 과정 기간에
맞게 설계됩니다.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학습 계획
옵션에는 일반 어학 수업(9쪽 참조), 시험 과정,
유창성 연습, 학습 기술 수업, 진학 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TA 또는 AYA 과정의 30가지 수업 옵션은 모든
LSI 어학원에서 제공되지만, 다른 수업 옵션은
어학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샘플 AYA 학습 계획

어학원: LSI 런던 센트럴 주당 수업: 30회 + 2회 워크숍 세션 기간: 36주
1-12주 차

13–24주 차

25–36주 차

학업 상담

학업 상담

학업 상담

일반 영어

IELTS 준비 및 학습 기술

케임브리지 영어 C1 Advanced 시험
준비

* 학생은 아무 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런던 햄스테드, 케임브리지, 브라이턴, 보스턴 및 샌프란시스코/버클리에는 입문반이 없습니다.

숙박 시설
모든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TA
및 AYA 학생들은 적어도 첫 달 동안은 저희가
세심하게 엄선한 홈스테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새로운
나라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www.lsi.edu/academic-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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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학업 지원 및 관리

12주 이상의 과정을 공부하는 장기
학생들은 학생의 필요와 목표에 맞는
추가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중기 연수 및 대학 준비반 추가 세션
각 학생은 학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학원의
대학 준비반 상담사와 더불어 학업 팀의 개인적인
감독과 추가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각 학생에게는 주당 50분 세션이 2
회 제공됩니다.
• 언어 검토 및 지원을 위한 50분 세션 1회
• 전문성 개발 및 대학 지원 관련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50분 세션 1회

이러한 세션에서 학생들은 집중 주제를 선택합니다.
고용 기술, 학업 영어 및 대학 지원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션은 그룹으로 제공됩니다. LSI
어학원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LSI 학생들은 정기적인 개별 지도 및 진도
테스트를 통해 개인적인 학업 감독을 받습니다.

LSI 진도 테스트
정기적인 테스트와 멀티 스킬 평가를 통해 실력
향상을 정확히 추적하고, 학업 팀은 학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도를 계속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I는 단순한 학교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덕분에 TOEFL 시험에 필요한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엠마누엘 쿤하, 브라질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현재 파리와 취리히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www.lsi.edu/academic-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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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LSI 학생들은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시험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움을 드립니다.

시험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조언을 통해 완벽한 시험 준비를
보장합니다. LSI에서 공부하려는 기간
동안 원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시험
영어

레벨

시험일

레벨 설명:

중하급(A2)
설명

중급(B1)

중상급(B2)

고급(C1/C2)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연중 내내 자주 실시

C1
Advanced

Certificate of Advanced English

연중 내내 자주 실시

C2
Proficiency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English

3월, 6월, 12월

TKT

Teaching Knowledge Test

시험일은 어학원에 문의

영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핵심 교수 지식에 중점을 둠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연중 내내 자주 실시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대학 등록 요건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연중 내내 자주 실시

미국 및 캐나다 대학 입학 요건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연중 내내 자주 실시

유학생 및 전문가를 위한 비즈니스 영어 시험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연중 내내 자주 실시

전 세계 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인정함

Scholastic Assessment Test

연중 내내 자주 실시

전 세계 대학에서 인정함

5월, 10월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함

TEF

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
1er Degré

Test d’Evaluation de Français

연중 내내 자주 실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학교 및 기업에서 인정함

CCIP

Diplôme de Français Professionnel (DFP)

6월, 12월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함

ZD

Goethe-Zertifikat B1

4월, 6월, 8월, 11월

중급 독일어 능력 증빙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됨

GZ

Goethe-Zertifikat B2

4월, 6월, 8월, 11월

많은 대학에서 공식적인 입학 요건으로 정함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B2 Business Business English Certificate
Vantage

GMAT
SAT
프랑스어
DELF

독일어

영어 능력 증빙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높이
평가받음

3월, 5월, 6월, 11월, 12월

*이러한 옵션을 일년 내내 제공하기 위해 과정이 때때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
주당 30회 수업으로 구성된 Cambridge 30 프로그램은 LSI의 집중 영어 프로그램 및/또는 선택 과목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습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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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영어 능력 평가#

• 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B2
Business Vantage 및 TKT 준비 과정 제공
• 주당 20/24/30회 수업
• 수업: 50분
• 4–12주 프로그램
• 최소 연령 16세 이상
• 중하급 레벨 이상
• 위치 – 개별 LSI 어학원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점:

• 일상적인 문법 및 언어 구조의 정확한 사용
• 일반적인 읽기, 쓰기 및 듣기 기술
• 광범위한 어휘력 개발 및 연습
• 이해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또한, 케임브리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험 기술도 다룹니다.
저희는 영어 교사반 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어학원에서 케임브리지 TKT 시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의 영어 교사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ELTS, TOEFL iBT 및 TOEIC 과정*

• 주당 24/25/30회 수업
• 수업: 50분
• 1–24주 프로그램
• 최소 연령 16세 이상
• 중급 레벨 이상
• 위치 – 개별 LSI 어학원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최대 20회 수업으로 문법과 어학 능력을
기르는데 집중하고, 주당 10회 수업은 학습 기술과
시험 연습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을
학습합니다.
• 정확한 문법 구조
• 의사소통 기술 및 능력
• 기능 구조
• 어휘 확장
• 능동적인 학습 기술
• IELTS, TOEFL iBT 또는 TOEIC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데 필요한 시험 기술.
미니 그룹 시험 준비
• 주당 20, 30 또는 40회 수업
• 4-12주 프로그램
• 참가 인원: 최대 5명
• IELTS/TOEFL/케임브리지 영어(A2 Key, B1
Preliminary, 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 1회 수업: 45분(영국 및 캐나다의 경우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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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 및 SAT 준비(미국)

LSI의 GMAT 및 SAT 준비 옵션을 수강하면 자격을
갖춘 숙련된 교사와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의 요구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보다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옵션 1: 개인인 경우
일반 20 (영어 수업) 및 5회 또는 10회 추가 수업(
최소 3주)
또는
주당 5, 10, 20 또는 30회 1대1 수업
옵션 2: 소그룹 수업
• LSI 집중 30 과정 오후 옵션(최소 3주)
• 중급-고급
• 최소 학급 크기: 10
• 과정 완료 시 현지 시험 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옵션(시험 비용 별도 청구)

모든 프로그램에는 수업, LSI GMAT/SAT 과정 자료,
온라인 GMAT/SAT 연습 시험 및 기타 리소스, MBA
입학 안내가 포함됩니다.
예약과 과정 시작 날짜 사이에 최소 4주가
필요합니다.

선택한 시험에 필요한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기술에 중점을 둔 100% 시험
집중 준비반입니다. 시험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소그룹으로 가르치는 이 과정은 선택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주 훌륭한 개별 교육
계획은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설계되며,
이러한 계획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직원과
공유된된다."
현재 LSI 교육 ISI 사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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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소개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또는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이 등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주고 입학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및 등록 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요구되는 영어 수학 능력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 중 하나로
별다른 절차 없이 진학

선정 기관에서 조건부 입학허가서 발급

요구되는 영어 수학 능력 기준에 도달하도록 학습 지원

공개 강연 및 캠퍼스 둘러보기 등 현지 LSI 어학원에서 학생이 선택한 기관에
대한 소개 제공
국가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자세한 내용은 22-25쪽 참조).

프랑스의 LSI 대학 준비반

LSI는 파리에 있는 당사 어학원에서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업 프랑스 레벨에 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LSI는 신청 및 등록 절차를 안내하여 학생이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또는 호주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 졸업생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필요한 영어 수학
능력 기준에 도달하려는 모든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www.lsi.edu/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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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LSI는 1965년부터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및 호주에 있는 대학에 유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LSI는 전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LSI 파트너 기관 중 다수는 TOEFL, TOEIC, IELTS
같은 외부 테스트 대신 LSI의 자체 레벨을 어학
능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 LSI는 대학 준비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프로그램을 찾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업 성취

• LSI는 우수한 학업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학습 지도사와 강사진은 최신 교습법과 교재
및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학 준비반의 모든 학생들은 학습 진도를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개별 관리를 받습니다.

• LSI의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실전처럼 연습하고 공부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 LSI는 파트너 기관 방문을 주선하고 LSI 학생들이
파트너 기관에서 공개 강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런던에 있는 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의 노련한
진학 지도 교사들은 여러 학생들을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기관에 입학시켰습니다.
• LSI 대학 준비반의 모든 수료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학구적이고 문화적인 자질을 함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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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정보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학생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명문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학업적 어학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과정 기간
12-48주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마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수학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또한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길러줍니다.
과정을 마친 보통의 학생들은 LSI 고급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TOEFL iBT 110 또는
IELTS 6.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시작일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1월, 4월, 9
월 첫째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학생은 아무
월요일에 일반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중에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진학 영어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에는 진학 영어 과정*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담사, 학생 및
진학 매니저가 함께 구성하며 학생이 선택한 기관의
학업 목표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의 요구와 선택한 기관에 따라 일반
영어, 케임브리지 평가 시험 준비 및 진학 시험
(IELTS/TOEFL) 준비 과정을 알맞게 조합하여
구성합니다. 일반 중점 문법 및 어휘 복습을 통해
학생은 읽기 및 쓰기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별 언어 필요 사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당 두 차례의 추가적인 대학 준비반 수업을
마련하여 진도에 대해 논의하고, 입학 신청 업무를
처리하며,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각 학생들에게 맞춤화되는 이러한 구성 덕분에
개별 학생의 희망과 요구가 충족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E-LSI를 통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온라인 리소스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요?
• 대학 연구 및 발표 능력
• 대학에서 효과적인 의사 소통
• 시험 치르기 요령과 기법
• 필기 및 정리
• 비판적 사고 및 반박 논리 수립과 제시를 포함한
에세이 작문 능력
• 선택 수업: - 케임브리지 영어 시험 과정(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B2 Business
Vantage), IELTS, TOEFL iBT, TOEIC - 비즈니스
영어
진학 영어 주요 특징
• 수업 시간: 30 x 50분(25시간)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 중급*-고급
• 과정 기간: 4-48주
• 16세 이상

"수업은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활동과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컴퓨터 실습실의 TOEFL 모의고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프란치스코 푸엔테스 메야, 스페인

프랑스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정보

파리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DELF 및
DALF 시험을 대비하도록 해줍니다. DELF
및 DALF는 둘 다 프랑스어권 대학과 단과
대학에서 프랑스어 어학 레벨의 증빙으로
인정되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에서 잘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학업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스 기간과 날짜는 영어권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 진학 연어는 단기 과정(4주 이상)의 선택 과목으로도 제공됩니다.
진학 영어를 수강하고자 하지만, 아직 중급 영어 레벨이 아닌 학생은
필요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www.lsi.edu/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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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준비반 입학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입학에 관심 있는 지원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SI는 신청 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청 과정

1
2

3
4

5

입학 요건

학생들은 LSI의 사전 영어 테스트를 받고, 사전 학습
평가 양식을 제출하며, 고등학교 및/또는 대학교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 레벨 요건
LSI의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학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학업 환경에서 언어 사용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은 LSI 중급 레벨에서 학습하기에 충분한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아직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의 최소 언어 레벨에
이르지 못한 학생은 필수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출발점에서 최대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선호하는 대학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은 다양하지만,
학생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 레벨에 관계없이 LSI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랑스어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LSI 파리에 문의

www.lsi.edu/en/english-level-test*에서 무료 온라인 영어 테스트를 완료합니다.
사전 학습 평가 양식을 작성합니다.
현지 담당자 또는 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목표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전 학습 평가
양식을 제출하면 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가 가능한 선택과 신청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LSI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성적표 사본을 담당 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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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대학

LSI 대학 준비반 과정에 등록하고 필요한 영어 능력에 도달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파트너 기관 프로그램으로 진학하세요.
직접 진학 및 조건부 입학

LSI 파트너 기관 중 다수는 TOEFL, TOEIC, IELTS
같은 외부 영어 테스트 대신 LSI의 자체 레벨을
인정합니다.

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가 학생 입학 과정을 대행해
주므로 신청 절차가 간편합니다.

국가마다 직접 진학 및 조건부 입학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 프로그램
미국

기관

위치

영어 요건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American University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워싱턴 DC

TOEFL/IELTS 면제됨†

Arkansas State University

아칸소주 존즈버러

Auburn University

앨라배마주 오번

자동 학부 입학의 경우 레벨 3 완료, 자동 대학원 입학의 경우
레벨 4 완료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Cambridge College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Adelphi University

California International Business
University (CIBU)
College of Idaho
College of the Desert
Community Colleges of Spokane
Fisher Colleg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Golden Gate University
Grossmont Community College
Humboldt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Film School
Louisiana State University
Maryville University
Metropolitan College of New York
National University

New York Film Academy
Notre Dame de Namur University
Platt College
Prince William Sound Community
College
Rocky Mountain College of Art &
Design
Saint Michael’s Colleg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Schiller International University

Seattle Central Community College
Southwestern Oregon Community
College

뉴욕주 가든시티

TOEFL/IELTS 면제됨†

TOEFL/IELTS 면제됨†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아이다호주 콜드웰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워싱턴주 스포캔

레벨 3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TOEFL/IELTS 면제됨†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레벨 4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TOEFL/IELTS 면제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
알카타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TOEFL/IELTS 면제됨†

뉴욕주 뉴욕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뉴욕주 뉴욕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레벨 4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캘리포니아주 및
네바다주

TOEFL/IELTS 없음. 레벨 5 완료 후 National의 ELP 820을 한
달 동안 수강

캘리포니아주
벨몬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학부의 경우 레벨 4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대학원의 경우
레벨 5 완료 시 면제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알래스카주
발데즈

레벨 3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버몬트주 콜체스터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플로리다주 라르고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오리건주 쿠즈
베이

IELTS 또는 TOEFL iBT 45 필요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덴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주 시애틀

레벨 4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TOEFL/IELTS 61점 또는 IELTS 6.0점 필요

레벨 5 완료 시 TOEFL/IELTS 면제, 학생은 영어 및 수학 배치
고사를 치러야 하며, 칼리지 브리지 프로그램(College Bridge
Programme)에 배치될 수 있음

www.lsi.edu/pathways

미국 계속...
기관

위치

영어 요건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플로리다주 올랜도

TOEFL/IELTS 면제됨†

University of Kansas

캔자스주 로렌스

UC Berkeley Extens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niversity of the Pacifi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William Jessop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리노이주 시카고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지만, 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함
TOEFL/IELTS 면제됨†

TOEFL/IELTS 면제됨†

TOEFL/IELTS 면제됨†

TOEFL/IELTS 면제됨†

레벨 4 완료 시 BA 프로그램 입학, 레벨 5 완료 시 MA 프로그램 입학

†영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은 LSI 어학원에서 Pearson/Versant 테스트를 치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관

위치

Bishops University

퀘벡주 셔브룩

Canadian Tourism College

브리티시컬럼비아주

Evergreen College

온타리오주

JRS College of Business and
Healthcare

온타리오주 토론토

Lambton College

온타리오주

Niagara College

온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스

RED Academy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및
온타리오주

Acadia University

Royal Crown College

노바스코샤주 울프빌

온타리오주 토론토

St. Clair College

온타리오주

Sterling College

브리티시컬럼비아주

Wilfrid Laurier University

온타리오주 워털루

Yorkville University

온타리오주 토론토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뉴질랜드

영어 요건

EAP 브리징(Bridging)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 바로 입학하려면 LSI의 고급
레벨 필요.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 고급 레벨을 완료하고 과정의
마지막 3주 기간에 응시한 시험 및 과제에서 최소 80%의 점수를
얻어야 함.
인증서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
(TOEFL/IELTS 면제)
인증서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인증서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인증서, 디플로마 및 고급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고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인증서, 디플로마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
(TOEFL/IELTS 면제)
인증서, 디플로마 및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및 대학원 인증서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중상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 단,
간호 대학원 인증서 프로그램의 경우 LSI의 고급 레벨을 완료해야
함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LSI의 고급 레벨 및 Laurier의 LEAF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함(TOEFL/IELTS 면제). (TOEFL/IELTS
면제됨)
디플로마 및 학위 프로그램. LSI 중상급(CEFR 레벨 B2) 완료 필요
(TOEFL/IELTS 면제됨).

기관

위치

영어 요건

Whitecliffe School of Design

오클랜드 파넬

UNITEC

오클랜드 마운트
앨버트

과정에 따라 최소 IELTS 점수 5.5-7.0으로 인증서 및 학위 과정
범위에 입학

International Travel College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
Ardmore Flying School

오클랜드

오클랜드 마운트
앨버트

오클랜드 파파쿠라

과정에 따라 최소 IELTS 점수 5.0-5.5으로 인증서 및 디플로마
과정 범위에 입학
학위 및 디플로마 과정 범위에 입학. 입학 요건은 과정별 및
국가별로 있음.

최소 IELTS 점수 6.0 이상으로 학위 및 디플로마 과정 범위에 입학
최소 IELTS 점수 6.0 이상으로 디플로마 및 라이선스 과정 범위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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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은 잘 편성되었으며,
수업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웠어요. 영어 전용 공간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학원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하탄 케디르 다마호우리,
사우디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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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뉴질랜드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호주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뉴질랜드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주요 도시에 위치한 편리한 환경
• 안전하고 친근한 학생 환경
• 취업권 및 취업 비자 제공

•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두 개의 섬에 있는 주요 도시에 위치한 편리한 환경
• 안전하고 친근한 학생 환경
• 취업권 및 취업 비자 제공

대학 준비반

대학 준비반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칼리지, TAFE 또는 대학 프로그램
(6개월-3년)

칼리지 또는 대학 프로그램
(6개월-4년)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하고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습득합니다. 모든 LSI 오클랜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머무는 동안의 학업 성취도를 추적하기 위한
뉴질랜드 학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호주 대학에 입학 신청할 때 필요한 언어 및 수학 능력을
기릅니다.

호주에서 일하기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LSI 학생 또는 대학생은 14주 이상 과정에 등록할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 허가 - 임시 졸업 비자, 서브클래스 485

자격 요건에 따라, 학업을 마친 학생은 비자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대 4년 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 제공: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이민 및 국경 보호국 웹 사이트
www.homeaffairs.gov.au/를 방문하세요.

• 12개월(오픈 비자)
• + 2-3년(고용주 지원)*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newzealandnow.govt.nz/를
방문하세요.

캐나다 LSI 캠퍼스
브리즈번 p47

뉴질랜드 LSI 캠퍼스
오클랜드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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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미국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 LSI Pathway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파트너 기관에 학생 진학을 보장합니다.
•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영어 사용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 경제 성장으로 채용 기회 확대
• 졸업 후 취업 허가증 발급

•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저렴한 교육비와 생활비
• 경제 성장으로 채용 기회 확대
• 졸업 후 취업 허가증 발급(1-3년)

대학 준비반

대학 준비반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LSI 파트너 기관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진학

칼리지 또는 대학 프로그램
(1-4년)

대학 또는 칼리지 프로그램
(1-4년)

미국에서 일하기

캐나다에서 일하기
단과대학 및 대학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에 따라 졸업 후 근로 허가서는 1-3년으로
제공됩니다.

OPT - 선택 실무 교육
학생들은 대학 프로그램이 끝난 후 1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직업 경험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3-12
개월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이민 관세청(ICE) 웹 사이트
www.ice.gov/sevis/students를 방문하세요.

미국 LSI 캠퍼스
뉴욕 p40
샌디에고 p42

보스턴 p41
샌프란시스코/버클리 p43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CIC) 웹 사이트 www.cic.gc.ca/english/study/index.asp
를 방문하세요.

LSI

토론토 p44

밴쿠버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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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
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는 완전
공인된 고품질의 A 레벨 및 대학입시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영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길러줍니다.
캠퍼스

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의 모든 과정은 녹음이
우거진 헴스테드 자치구에 있는 아름답고 넓은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교통이 편리하며 런던 중심에서 지하철 또는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인터넷, 컴퓨터, 대형 스크린 TV 및
인터랙티브 화이트 보드 등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실험실도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전용 학생 라운지와
여름에 학교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을
조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A 레벨 코스

A 레벨은 대부분의 영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자격 기준입니다. LSI는 학생의 사전
지식과 자격 조건에 따라 1년, 18개월 및 2년 과정의
A 레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 2년에 걸쳐 A 레벨을
진행합니다.

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는 A 레벨에서 주로 다음
과목을 제공하지만 요청 시 다른 과목도 맞춤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술
• 생물학
• 경영학
• 화학
• 컴퓨터 과학
• 경제학
• 영어 영문학
• 프랑스어

• 역사
• 수학
• 고등 수학
• 물리학
• 정치학
• 심리학
• 스페인어

사전 세션 영어 프로그램

A 레벨 코스에는 최소 Band 5.5 IELTS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LSI는 A 레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세션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 레벨 학생들은 학업 성취 단계에서 빠르게 향상되면서
높은 수준의 과목 관련 지식과 학업 능력을 보인다.”
현재 LSI 교육 ISI 사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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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대학 준비반

영국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프랑스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전 세계 영어의 중심인 정통 영어 사용 국가
•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

• 세계적 수준의 교육 기관
• 파리 중심에 위치한 편리한 환경
• 안전하고 친근한 학생 환경
• 문화 및 경제 중심지

대학 준비반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대학 준비반
또는

LSI 대학 준비반 프로그램
(12-48주)

LSI 독립 대학입시준비
학교의 A 레벨 프로그램
(12-24개월)

DELF 및 DALF 시험 과정에서 프랑스 대학의 언어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습득하세요.

UCAS를 통해 영국 대학 입학 신청

최대 3개의 프랑스 대학에 지원하는 데 보조해드립니다.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학 또는 칼리지 프로그램
(1-4년)

대학 프로그램

라이선스(L1, L2, L3)는 3년간의 학업을 요구하는 학부 학위
과정입니다. 석사(M1, M2)는 2년간의 학업을 요구하는 대학원
학위 과정입니다.

영국에서 일하기

프랑스에서 일하기
LSI 학생 또는 대학생은 프랑스 학생 비자로 일주일에 최대 20
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campusfrance.org/en/을
방문하세요.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1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gov.uk를 방문하세요.

영국 LSI 캠퍼스
런던 센트럴 p36
브라이턴 p38

런던 헴스테드 p37
케임브리지 p39

프랑스 LSI 캠퍼스
파리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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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

모든 LSI 어학원에는 상담을 제공하고 대학 입학 신청의 전 과정을 지원할
전문 진학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LSI 대학 준비반 상담사 소개

마크 레인(Mark Lane)
런던 센트럴

루시 루맥(Lucy Rumack)
뉴욕

롭 페트리(Rob Petrie)
보스턴

마이클 맥그래스 박사(Dr.
Michael McGrath)
런던 헴스테드

로렌 맥도널드(Lauren
Macdonald)
샌디에고

그레그 윅라인(Greg
Wickline)
샌프란시스코/버클리

LSI 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능력을 감안하여 각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 찾아주기

앤서니 드루리(Anthony
Drury)
브라이턴

리사 킬마틴(Lisa Kilmartin)
토론토

케빈 킬러(Kevin Keeler)
밴쿠버

학생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

대학 입학 신청 과정 안내

LSI 파트너 대학 및 단과대학의 조건부
입학허가서(LOA) 제공*
아그네스 굴진스카(Agnes
Gulczynska)
캠브리지

브래드 로버츠(Brad
Roberts)
오클랜드

티나 바카(Tina Vaka)
브리즈번

공개 강연 및 파트너 기관의 캠퍼스 투어 준비

영국에서 UCAS 지원 제공

에마뉘엘 비레(Emmanuel
Viret)
파리

LSI 진학지도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선택한
대학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국가마다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www.lsi.edu/pathways

멀티 센터 과정

멀티 센터 과정은 언어 학습과 해외 여행을
함께 즐기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두 개 이상의 LSI 어학원에서 선택한
과정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멀티 센터 과정은
하나의 문화를 보다 깊게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학습 환경이 다채로워지며,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어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에서 이용 가능
• 학생은 각 위치에서 몇 주를 수강할지 선택합니다.
• 성적표는 선택된 어학원 간에 전송됩니다.
현장에서 살아 있는 언어를 배우고 동시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멀티 센터 과정

과정: 집중 24 기간: 10주
어학원

주

영국 브라이턴

4

영국 런던 헴스테드
과정: 일반 20 기간: 20주

6

어학원

주

캐나다 토론토

8

미국 버클리/샌프란시스코
세션: 집중 30 기간: 36주

12

어학원

주

미국 뉴욕

12

호주 브리즈번
영국 런던 센트럴

* 단기 학생 비자 소지 학생과 EU 국적 학생만 이용 가능

12

12

"전에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여기서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멋집니다."
줄리아 피에트로벨리,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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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코스

LSI는 전문 직업인 교육 및 전문 어학 과정을 진행한 5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과
소그룹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어떠한 요구 사항이든 관계없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구성됩니다. 강사들은 최신 교수법을 사용하며 학생의 필요를 가늠하는 데 능숙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세한 과정 계획을 강사들이 세워드립니다.

1대1

• 주당 20, 30, 40 또는 50회 개별 수업
• 입문-고급 레벨
• 1회 수업: 45분(미국 및 캐나다: 50분)
• 과정 시작일: 매주 월요일

언어를 학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개인
지도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또는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언어든, 각 교육 과정은 필요에 따라
알맞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 진도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있거나 시간이
제한된 경우 이 프로그램이 아주 적합합니다. 특히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외국어로 진행되는
협상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직업인의 경우
편리합니다.

9일 속성 과정

• 82 또는 92회 개별 수업
• 1회 수업: 45분(미국 및 캐나다: 50분)
• 연속 9일
• 과정 시작일: 매주 토요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특별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사무실에서 1주일만
떠나면 되므로, 이 교육 과정은 외국어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과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전문
직업인과 중역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 비즈니스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교 언어를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어학원은 융통성 있고 유연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강사들이 학생에게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덕분이지요.

미니 그룹

• 주당 20, 30 또는 40회 수업
• 참여자 수: 최대 5명
• 최소 연령: 19세
• 중급-고급 레벨*
• 1회 수업: 45분(미국 및 캐나다: 50분)
• 코스 내용: 비즈니스 영어
(미니 그룹 시험 준비반의 경우, 15페이지 참조)
• 과정 시작일: 매주 월요일

이 과정은 일반적인 문법과 스킬을 발전시키면서
비즈니스 언어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집중적으로 구성되는 이 그룹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협상, 프레젠테이션 및 회의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의사소통에서는 다문화 이해가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구성된 저희 과정과
강사들의 경험은 그런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 중하급 수준의 학생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어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그룹 + 1대1

미니 그룹 과정을 보완하도록 구성된 플러스
과정은 특정 영역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을 때 유연하게 마련되는 개별
수업입니다.
교육 과정 계획의 예:

• 주당 40회 미니 그룹 수업 + 5회 1대1 수업
• 주당 30회 미니 그룹 수업 + 10회 1대1 수업
• 주당 20회 미니 그룹 수업 + 20회 1대1 수업
• 2주간 미니 그룹 수업(주당 40회 수업) + 1주간 1대
1 수업(주당 40회 수업)

LSI의 전문 직업인 어학원
런던 센트럴

런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학원은
당사의 센트럴 런던 어학원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 고객들이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서로 사귈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고객이 사용할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차, 커피 및 일간 신문도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은 도착하면 현지
명소, 편의 시설 및 레저 활동에 대한 정보와
주요 비즈니스 어휘가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
폴더를 받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사교 활동 프로그램은 전문
직업인 고객에게 맞추어 특별히 구성되며,
그 중에는 극장 여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가이드가 동행하는 산책, 박물관 방문,
그리고 매주 열리는 치즈와 와인 파티가
포함됩니다. 이런 활동은 저희 고객이
런던에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영어를 실습하고 비슷한 성향의 전문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됩니다.

미니 그룹 추가

미니 그룹

1대1

프리미엄 코스를 제공하는 LSI 어학원

9일 속성 과정

www.lsi.edu/premium

어학원 p35

영국 런던 센트럴 p36

영국 런던 헴스테드 p37
영국 브라이턴 p38

영국 케임브리지 p39
미국 뉴욕 p40

미국 보스턴 p41

미국 샌디에고 p42

미국 샌프란시스코/버클리 p43
캐나다 토론토 p44
캐나다 밴쿠버 p45

뉴질랜드 오클랜드 p46
호주 브리즈번 p47
프랑스 파리 p48

스위스 취리히 p49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니 그룹 및 1대1
코스의 조합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매우 좋았고 강사들의 융통성도 매우 뛰어났어요.”
디아나 발카셀 가르시아, 콜롬비아

고객

금융
American Express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JP Morgan Chase
Lloyds TSB
Merril Lynch
컨설팅
Cap Gemini
Ernst & Young
KPMG

기술
Bosch
Casio
Dell
Ericsson
Hewlett-Packard
Logica
Samsung
Siemens
SMEG

통신
British Telecom
Cable and Wireless
Nortel Networks
Orange
Communications
미디어
BBC TV
EMI Records
Reuters

엔터테인먼트
The Walt Disney
Company

자동차 공학
Daimler Chrysler
Mercedes Benz
Mitsubishi
Toyota

제약 및 건강 관리
Aventis
Pfizer
Johnson & Johnson
Bayer
운송
Deutsche Bahn
Lufthansa Cargo
오일
Shell

식품
Schweppes
Cadbury Trebor
Bassett
Coca Cola
Danone
Heineken
Nestlé
Unilever
소매
H&M – Hennes &
Mauritz
Gucci
Kooka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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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LSI의 공부하면서 일하는 프로그램은 귀중한 취업 체험을
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언어 스킬을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LSI는 무급 실무 연수와 유급 보직을 모두 마련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연령의 학생들이나 경험이 한정된 젊은
전문직업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영국

무급 취업 경험
•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 이용 가능
• 실무에 앞서 최소 8주 일반 20, 집중 24 또는 집중 30
• 1-6개월 실무 연수
• 하고 싶은 업종/전문 분야를 3개 선택하면 적합한
보직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 신청서는 최소 12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최소 연령 18세 이상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으로 캐나다
내 어느 곳에서든 근무
• 시민권 국적에 따라 캐나다에서 12개월 또는 24
개월 동안 거주 및 근무
• 자발적 또는 유급 고용의 형태로 어떤 직종에서든 근무
• 최대 6개월 동안 공부

호주

무급 인턴십
• 마케팅, 이벤트, 인사, 경영, 숙박업 및 노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
• 기간: 6-26주(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최소 수준: 중상급(IELTS 6.0에 해당)
• 선수 조건: 12주 집중 24 또는 집중 30
• 4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대학 교육 과정에 등록했거나 최근
졸업생이어야 합니다(과정 수료 18개월 이내).
• 인턴십은 교육 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18-30세
워킹홀리데이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용 가능
• 호주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 및 근무
•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커버 레터 및 인터뷰 기술에
도움 제공

www.lsi.edu/work-study-programmes

데미페어
• 영어 수준 최소 요건: 중상급
• 최소 과정 기간: 10주 일반 20 또는 집중 24
• 교육 과정과 실습은 동시에 진행됨
• 운전 면허 필요
• 비자 종류: 워킹홀리데이, 취업관광
• 연령: 18-27세
• 심사를 거친 가족과 12-24주 무급 데미페어 실습
• 데미페어 의무 사항: 15-20시간 아이 돌보기 및
간단한 집안일
• 12주 데미페어 프로그램을 마치면 오페어 실습
이용 가능
오페어
• 최소 영어 수준: 중급
• 최소 과정 기간: 10주 일반 20 또는 집중 24
• 운전 면허 필요
• 비자 종류: 워킹홀리데이, 취업관광
• 연령: 18–30세
• 영어 과정이 끝난 후 6개월 유급 오페어 실습
• 오페어 의무 사항: 최대 38시간 아이 돌보기 및
간단한 집안일
• 오페어 기간 동안 주당 약 AU$200 지급
• 연수 기간 동안 다양한 숙박 옵션 제공
• 선수 조건: 보육 경험 최소 100시간(보모 경력
포함)

뉴질랜드

무급 인턴십
• 실무에 앞서 시작 수준에 따라 LSI 집중 24 또는
30 과정
• 실습 기간은 3-6개월이며 취업 장소는 주로
오클랜드에 있지만, 일부는 다른 도시에 소재할
수도 있음
• 연령: 18–30
• 최소 영어 수준: 중상급
• 인턴십은 행정, 광고, 마케팅 및 영업, 미디어 및 PR,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이용 가능
• 인턴십이 대학교 학업 요건의 일부인 경우,
트레이니 비자(Trainee Visa) 소지자도 이용 가능

워킹홀리데이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용 가능
• 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출신 국가에 따라 최대 6
개월간 머무르며 공부 가능
•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거주 및 근무
•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커버 레터 및 인터뷰 기술에
도움 제공
데미 오페어
• 18~30세의 남녀 학생 이용 가능
• 영어 수준 최소 요건: 중급
• 최소 과정 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12주
집중 24 또는 집중 30, 학생 비자의 경우 14주 집중
24/집중 30
• 데미 오페어 기간: 6-12개월이 이상적이지만,
적합한 지원자의 경우 최소 4개월도 가능
• 운전 면허 필요
• 보육 경험 우대(필수는 아님)
• 어린이 응급처치 자격증 필요. 오클랜드에서 추가
비용으로 응급처치 과정 마련 가능.
• 자국의 범죄 이력 조회서/확인증 필요
• 비자 종류: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주당 최대 20
시간 일할 수 있는 학생 비자
• 학생 비자 소지자는 LSI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음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 학생: 한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국가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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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공부를 조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호스트 가정의 어머니가
저를 지원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줄인 덕분이지요.
실제로 일주일에 15
시간에서 20시간 정도만
일하면 공부할 시간은
항상 있어요.”
데미페어 미셸 세이지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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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experiences

체험 과정

‘체험 과정’ 과정은 언어 수업과 여러 흥미진진한 활동을 결합합니다. 이 과정은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과 새로운
우정을 선사합니다.
40세 이상 클럽

영어와 바리스타 교육

• 혼합 연령 수업의 일반 20
• 오후 활동: 주당 3회(오클랜드:주당 5회)
• 과정 기간: 1–4주(오클랜드:1–2주)
• 최소 연령 40세
• 어학원에 따라 기초반~중급반만 해당

• 영어 수업: 주당 20회 수업*
• 공인 바리스타 교육 인증서를 과정이 끝날 때 발급
• 바리스타 교육: 오클랜드의 경우 2주 동안 15시간,
브리즈번의 경우 1일 동안 3시간 또는 5시간
• 과정 기간: 오클랜드의 경우 2주, 브리즈번의 경우
최소 1주 일반 영어 + 1일 교육 과정
• 최소 언어 수준: 중급
• 최소 연령 17세

LSI는 연중 진행되는 모든 학습 과정에서 마음이
젊은 성인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중년층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는 사회
활동을 마련합니다.

활동의 예: 포도주 양조장 방문, 우림 탐사, 마오리족
전통 직물짜기 체험, 보트 여행, 영화관 방문, 켄싱턴
궁전.
어학원
영국, 미국, 캐나다, 오클랜드 및 취리히에 있는 모든
LSI 어학원. 시작일은 가격 책자에서 관련 어학원
페이지 참조.

결합 과정

모든 과정은 언어 수업과 테마 활동을 결합합니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어와 예술사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도시 중 한 곳에서
예술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보세요. 프랑스어
수업을 예술 워크숍 및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
일부를 견학하는 활동과 결합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LSI 뉴욕을
추천합니다. 제 나이(41
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전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냐 차르 윈스키, 독일

• 프랑스어 수업: 주당 20회 수업(주당 16.67시간)
• 주당 2회 오후 활동: 예술 워크숍 및 견학(주당 6
시간)
• 과정 기간: 2주
• 최소 언어 수준: 중급
어학원
파리

영어 수업과 바리스타 교육을 결합하여 인기 커피숍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해보세요. 바리스타 직업에 지원하려면
공부하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학원
오클랜드 및 브리즈번

*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24회 수업 옵션

프랑스어와 요리

LSI 파리에서 프랑스 요리 비법을 배워보세요. 이
과정에서는 프랑스 문화와 요리의 전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요리 기술을 익히게 해줍니다.
• 프랑스어 수업: 주당 20회 수업
(주당 16.67시간)
• 주당 3회 오후 요리 수업
(주당 6시간)
• 과정 기간: 2주
• 최소 언어 수준: 중하급
어학원
파리

사회 프로그램

www.lsi.edu/social

모든 LSI 어학원에서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등
외국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SI 사회 프로그램

각 학생의 관심사 또는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즐겁고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여행,
박물관과 갤러리 방문, 영화관 및 극장 나들이,
식당과 술집, 국제 행사 및 스포츠 시설 등이 모두
정규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동이 무료이며 유료 활동도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LSI 기관에서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을 주선해줄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레저 및 어학 프로그램

LSI의 레저 및 어학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열정에 푹 빠져보세요.
샌디에고에서 서핑, 밴쿠버에서 숲 하이킹,
토론토에서 테니스 또는 오클랜드에서의 익스트림
스포츠 등 다양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기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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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accommodation

숙박시설

모든 LSI의 어학원은 엄선한 호스트와의 홈스테이, 대학 기숙사 또는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LSI 홈스테이

엄선한 홈스테이는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호스트 국가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홈스테이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호스트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LSI 학생 레지던스/호스텔

1인 및 2인용 학생 침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레지던스의 학생 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는 위치, 계절 및 레지던스
옵션에 따라 개인용 또는 공용 욕실 시설이
포함됩니다. 객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며 침대
린넨은 일주일에 한 번 교체됩니다. 취사 준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레지던스 호텔

호텔보다 저렴한 레지던스 호텔은 더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 가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부 레지던스 호텔에는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호텔

저희는 어학원과 가까운 여러 종류의 호텔에
대해 기꺼이 조언을 제공하고 원하는 호텔에
예약해드립니다.

런던의 자취형 아파트/플랫쉐어

아파트는 런던 전역에 있으며 4명~6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 더블 및 트윈 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독립한 학생에게 모든 필수
시설을 제공합니다.

“호스트에 대해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호스트분들은 멋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존재하는 모든 좋은 형용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호스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많이 그리울
거예요. 미국인 가족으로부터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좋았어요.”
세실리아 모랄레스 레이바 달레페, 브라질

숙박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 제공된 숙박 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lsi.edu/
accommodation

어학원
www.lsi.edu/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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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센트럴

위치

런던은 엄청난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비교할 수 없는
명소를 선사하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문화, 역사 및
행사부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밤 문화에 이르기까지, 런던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LSI 런던 센트럴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학
및 소호의 세련된 엔터테인먼트 지구에서 가깝고,
활기찬 학생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바 및 펍으로
가득한 지역에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수많은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펍과
레스토랑 방문, 극장 나들이 및 옥스포드, 에든버러,
스톤헨지 여행 등 런던과 그외 영국 지역이 선사하는
최고의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저녁 과정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법학 영어 | 의학 영어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C1 Advanced 및 C2
Proficiency,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취업 경험 (무급)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요 특징

강의실 15개

학생 라운지

도심에 있는 어학원

무료 Wi-Fi

최대 학급 크기 15명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LSI를 제 영어 학원으로
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선생님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시 올 거예요.”
이사벨 토비아, 마케팅, 베네수엘라

의회

인증 내역

www.lsi.edu/hampstead

런던 헴스테드

위치

녹음이 무성하고 한 폭의 그림 같은 헴스테드는
런던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유명인의 고향이며 런던 중심에서 약
4.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헴스테드 마을은
매력적인 레스토랑, 카페, 부티크로 가득합니다.

London
Hampstead
A400

LSI 런던 헴스테드의 우수한 위치는 학생들이 근처의
숙박시설과 런던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선사합니다.

Camden

라이프스타일

Abbey
Road

바비큐 파티와 스포츠가 큰 정원에서 열립니다. 다른
활동으로는 펍, 클럽, 뮤지컬, 주말 여행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런던 최고의 시장 중 하나인 감각적인 캄덴
록 마켓(Camden Lock Market)이 있습니다.

The Regent’s Park

A5205
A501

A501

London
Central
Oxford Circus

British
Museum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영어 교사반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IELTS, TOEFL iBT, TOEIC | A 레벨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취업 경험 (무급)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주요 특징

강의실 12개

최대 학급 크기 15명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학생 라운지
정원

무료 Wi-Fi

인증 내역

37

38

www.lsi.edu/brighton

브라이턴

주요 특징

브라이턴 피어

강의실 29개

최대 학급 크기 15명
휠체어용 통로
학생 라운지
정원

무료 Wi-Fi

“브라이턴을 사랑해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이턴은 저한테 제2의
고향이에요. 제 호스트 가족은 정말 친절하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모든 게 그리울 거예요!”
마리아 카밀라 오비에도, 콜롬비아

라이프스타일

사회 프로그램에는 파티 및 바비큐, 퀴즈 및 게임의
밤, 나이트클럽 및 디스코, 런던 및 영국/유럽의 다른
지역을 향한 당일 및 주말 여행이 포함됩니다. 골프
및 승마와 같은 활동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취업 경험 (무급)

Portla
n
Road d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Med
in
Villa a
s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Churc
h Roa
d

Kingsway

200m

인증 내역

English Channel

The Dri
ve

브라이턴 어학원은 2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로 가는 데 도보로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점, 커피 하우스, 펍,
레스토랑, 레저 센터가 모두 인근에 있습니다.

과정

Ven
t
Villa or
s

브라이턴은 바다와 아름다운 서섹스 다운스
사이에 위치한 활기찬 도시입니다. 종종 바닷가의
런던이라고 불리는 브라이턴은 2개의 대학과
영국 최대의 예술 및 코미디 축제를 자랑합니다.
브라이턴은 기차로 런던에서 단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Hov
e St
.

위치

www.lsi.edu/cambridge

케임브리지

위치

King’s
College

e
rad
Pa
g’s
Kin
250m

d
Roa
Hills

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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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arker’s
Piece

M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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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대학으로 유명한 케임브리지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활기차고 번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개인 상점이 많은
케임브리지는 공부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케임브리지에는 펍, 최고급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희극 공연이 가득한 역동적이고
활기찬 밤 문화가 있습니다.
어학원은 용한 주거 지역에 이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차역과 도시 중심지에서
가깝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회 프로그램에는 바비큐, 나이트클럽,
스포츠가 포함됩니다. 인기 있는 당일 및 주말
여행이 있으며, 여행지로는 런던, 스톤헨지,
스트랫포드어폰에이번(셰익스피어의 출생지)
등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나 프랑스와 같은
장거리 여행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법학 영어 | 의학 영어 | 영어 교사반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취업 경험 (무급)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주요 특징

강의실 12개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도심에 있는 어학원

무료 Wi-Fi

최대 학급 크기 15명

케임브리지 자전거 타기

인증 내역

39

학생 라운지

www.lsi.edu/ny

40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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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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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영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LSI 뉴욕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강사진
및 수업 방식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미 캄포스 디 칼라피오리, 영화 배우, 브라질

100m

Battery Park
Statue
of Liberty
Cruises

R
FD

E
IV
DR

East River

위치

뉴욕은 미국의 주요 비즈니스 및 문화 중심지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차지한 주도적인 역할과 오랜 전통이
뉴욕의 마땅한 자랑거리이지요. 상업에서 정치, 발레,
스포츠 행사에 이르기까지 “빅 애플”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강의실 12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휠체어용 통로
학생 라운지
무료 Wi-Fi

인증 내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만든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새롭게 개조된 르네상스 리바이벌 건물에 위치한
LSI 뉴욕은 유서 깊은 금융 지구의 중심지에 있으며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 거래소, 9.11 메모리얼 및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몇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훌륭한 레스토랑, 박물관,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와
더불어 24시간 활기찬 뉴욕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기회는 무한하며, 수많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영어 교사반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TOEFL iBT, GMA, SAT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미니 그룹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전체 패키지

www.lsi.edu/boston

보스턴

과정

일반 과정 p8-9

Shopping
Center

Boston
Common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Essex Street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영어 교사반

China Town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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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보스턴은 매사추세츠 해안의 찰스강 물결과 보스턴
항구를 따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인 세계관이 어우러진,
진정으로 위대한 미국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한 이곳은 자연이
선사하는 멋진 아름다움을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놀라운 색채를 자아내지요.
LSI 보스턴은 차이나타운과 극장 및 금융 지구의
경계에서 적갈색 사암으로 된 상업용 건물에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회 활동으로는 박물관 여행, 유서 깊은 도보 여행,
야구 경기, 뉴욕 주말 여행 등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TOEFL iBT, GMA, SAT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주요 특징

강의실 9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좋은 교통망
학생 라운지
무료 Wi-Fi

인증 내역

41

www.lsi.edu/sd

42

샌디에고

“선생님이 마음이 들고
수업이 정말 즐거워요.
직원들도 정말 친절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어학원을 추천해요. LSI
샌디에이고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에 칼데론, 멕시코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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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Avenue

W Broadway

Balboa Park

San Diego Zoo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영어 교사반

Sa
n

Imperial Ave.

500m

위치

종종 “미국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샌디에고는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도시로,
약 113km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캘리포니아
최남단의 아름다운 자연 항구에 위치합니다.

LSI 샌디에고는 도시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으며, 모든 편의 시설과 가깝고, 샌디에고 동물원,
가슬램프 지구,발보아 공원, 샌디에고만 등의 관광
명소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C1 Advanced 및
C2 Proficiency, IELTS, TOEFL iBT, GMAT, SAT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라이프스타일

날씨가 환상적이며 도시 가까이에 해변, 섬, 산,
사막이 있어 샌디에고 지역에는 레크리에이션
기회가 풍부합니다. 사회 활동으로는 해변 파티,
서핑, 보트 타기뿐만 아니라 스노우 스키도 포함되며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멕시코로의 패키지
여행도 있습니다.

주요 특징

강의실 18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휠체어용 통로
학생 라운지
학생 라운지
무료 Wi-Fi

인증 내역

www.lsi.edu/berkeley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위치

비즈니스 영어 | 영어 교사반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TOEFL iBT, GMA, SAT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강의실 12개

서로 대화하는 수업

도심에 있는 어학원

무료 Wi-Fi

최대 학급 크기 16명

인증 내역

학생 라운지

San
Francisco
Bay
500m

ity Ave
Univers

Aquatic
Park

e
Shattuck Av

주요 특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rina

er King Way
Martin Luth

LSI 버클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및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이 선사하는 모든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는 금문교,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 알카트라즈와 같은 명소가 있으며, 와인
컨트리와 몬테레이 반도 등의 장소에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St
mento
Sacra

라이프스타일

일반 과정 p8-9

Way
ablo
San P

편안하고 매력적인 도시인 버클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명소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학원은 버클리 시내의 2층짜리 건물에 있으며
역과 UC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과정

Fwy
hore
Easts
I-580

샌프란시스코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버클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카페,
상점, 레스토랑, 밤 문화 공간이 있는 활기찬 학생
도시입니다.

43

Downtown San Francisco
30 mins

44

www.lsi.edu/toronto

토론토
위치

LSI 토론토의 사회 활동으로 여름에는 소풍,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팅이 포함되며, 나이아가라
폭포,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 공원으로의 여행을
연중 내내 제공합니다.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워킹홀리데이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강의실 17개

학생 라운지

휠체어용 통로

무료 Wi-Fi

최대 학급 크기 16명

인증 내역

rk
ale Pa
Rosed

비즈니스 영어 | 법학 영어 | 의학 영어

체험 과정 p32

주요 특징

250m

학생 라운지

treet
Bay S

라이프스타일

일반 과정 p8-9

ad
ue Ro
Aven

캐나다 최대의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거 지역 중
하나인 로즈데일에 위치한 LSI 토론토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과정

et
e Stre
Yong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주요 비즈니스 및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스포츠 마니아, 힙합 팬 또는
오페라 애호가든 상관없이 토론토는 즐길 수 있는
수많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Downtown Toronto

East
Bloor St

www.lsi.edu/vancouver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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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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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Creek

“LSI에서 보낸 5개월은 정말 보람찼어요. 수업 방식과
수업 중에 이야기한 주제들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LSI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곳에서 보낸 경험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엘리스 베시르, 뉴칼레도니아

위치

항구 도시 밴쿠버는 오랫동안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해안가의 눈 덮인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밴쿠버는 자연의 절경을 품은 도시입니다.

어학원는 버스, 수상 버스, 스카이트레인 교통망 및
도시의 주요 명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회 프로그램에는 밴쿠버의 명물인 합리적인
가격의 수많은 레스토랑 및 커피숍 방문뿐만 아니라,
해변 나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밴쿠버 프로 팀이
나오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 및 빅토리아, 로키 산맥,
휘슬러 주말 여행이 포함됩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5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 미니 그룹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워킹홀리데이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주니어 영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주요 특징

강의실 12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휠체어용 통로
학생 라운지
무료 Wi-Fi

인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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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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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저녁 과정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 법학 영어 | 의학 영어 | 항공 영어 | 영어
교사반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케임브리지 영어 B2 First, C1 Advanced, C2
Proficiency 및 B2 Business Vantage, IELTS, TOEFL
iBT, TOEIC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미니 그룹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무급 인턴십 | 워킹홀리데이 | 데미페어/오페어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 영어와 바리스타 교육

위치

2개의 항구가 있어 “돛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오클랜드는 뉴질랜드의 관문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멋진 경관, 숨막히는 풍경이
어우러진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즐겁고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LSI 오클랜드는 카페 및 레스토랑과 가까운 도시
중심부에 있으며, 밝고 통풍이 잘되는 강의실에서는
마이어스 공원의 야자수가 내려다 보입니다. 훌륭한
대중교통망과 편의 시설은 도보로 몇 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뉴질랜드의 금융 및 문화 중심지인 오클랜드는
매력적인 쇼핑 시설부터 마오리족 및 폴리네시아
미술 전시회 등 방문객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불패의 LSI 축구팀 및 스카이다이빙, 스키, 와인
시음부터 뉴질랜드의 숲길 산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Herne
Bay

Waitemata Harbour

Sky
Tower

500m

인증 내역

Q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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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sonby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Domain

Newmarket

주요 특징

강의실 20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학생 라운지

휠체어용 통로
무료 Wi-Fi

www.lsi.edu/brisbane

브리즈번

“LSI 브리즈번에 온 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정말 좋은
어학원이라서 다시 왔어요. 선생님과 직원 모두 훌륭한
분들이에요.”

Central
Station

St
rd
wa
Ed

t
nS
ee
Qu

위치

숨 막히는 풍경, 환상적인 음식, 느긋한 생활 방식,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퀸즐랜드의 수도인
브리즈번은 일년 내내 날씨가 훌륭합니다.

LSI 브리즈번은 브리즈번강 옆에 있는 도시 중심부의
역사 깊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점, 레스토랑,
대중교통망과 가깝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회 프로그램은 호주의 ‘선샤인 스테이트’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해변, 열대 우림, 야생 동물
공원 및 명소 관광을 포함하며 모두 브리즈번에서 1
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은 퀸 스트리트 몰 또는
식물원으로 걸어가거나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는
사우스 뱅크 문화 구역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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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 루시아 모레노 라모스, 콜롬비아

Botanic
Gardens

500m

과정

참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감독 대상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집중 30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24*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특수한 목적을 위한 영어 p10-11
비즈니스 영어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진학 영어
| 시험 준비: 캠브리지 영어 B2 First 및 C1 Advanced*,
IELTS*, TOEFL iBT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공부하면서 일하는 과정 p30-31

무급 인턴십 | 워킹홀리데이 | 데미페어/오페어
체험 과정 p32

영어와 바리스타 교육

* 다음 코스는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주 학습 과정의 일부로

주요 특징

제공됩니다

강의실 7개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서로 대화하는 수업
TV 룸

무료 Wi-Fi

인증 내역

등록된 제공자: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ABN: 46 050 405 877. CRICOS
제공자 번호: 01678A

Kangaroo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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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paris

파리
위치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1,000년 넘게
프랑스의 정치 및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인
장관을 선사하는 노트르담부터 경이로운 건축물
에펠탑에 이르기까지, 파리는 수많은 명소를
제공합니다.

파리의 역사적인 중심부에 위치한 LSI 파리는
퐁피두 센터 바로 옆에 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 및
세련되면서 보헤미안의 분위기를 간직한 마레 및
레알 지구와 가깝습니다. 어학원은 지하철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사회 프로그램은 파리가 제공하는 수많은 매력을
모두 활용합니다. 인근의 베르사유 궁전 나들이 및
프랑스의 다른 지역을 향한 여행도 가능합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30 | 오후 10 | 저녁 과정 | 추가 과정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대학 준비반 |
시험 준비: DELF, TEF | CCIP (Diplômes de la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Paris):
Français professionnel; Français professionnel
médical; Français professionnel secrétariat;
Français professionnel affaires; Français
professionnel du tourisme et hôtellerie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체험 과정 p32

프랑스어와 요리 | 프랑스어와 예술사
주니어 코스 p50-72

수업만 포함 | 일일 캠프 | 전체 패키지 | 가족 프로그램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학생 라운지

휠체어용 통로
무료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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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내역

Privat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cademy of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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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

“LSI 취리히는 만족스럽고
뛰어난 수업 외에도
훌륭한 레저 프로그램을
편성합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멋지고 독일어를 매우
흥미롭게 가르쳐요!”
잔 바제르, 학생, 체코

위치

취리히에는 다양한 박물관, 극장 및 높은 평가를
받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스포츠 마니아는
모든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 래프팅, 스키,
스노보드, 산악 자전거를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지요.
취리히는 유럽 중심부에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역사적인 도심은
리마트강 유역에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바,
나이트클럽 및 야외 카페는 방문객과 주민에게
이상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인기 있는
제펠트 지구에 있으며 호수에서 단 5분 거리로
도심과 가깝습니다. LSI 취리히는 매우 다채롭고
세련된 도시 취리히를 둘러보기에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활동에는 경치 좋은 보트 여행, 어학원
바비큐, 치즈 퐁듀의 밤, 오페라 견학, 다른 스위스
도시 및 알프스 여행, 스포츠 활동 및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접경 국가로의 주말
여행이 포함됩니다.

과정

일반 과정 p8-9

일반 20 | 집중 30 | 오후 10 | 추가 과정
학습 과정 및 대학 준비반 p12-29

해외 중기 연수 | 해외 장기 연수 | 시험 준비: 괴테어학검정시험
B1 (ZD) 및 B2 (GZ)
프리미엄 코스 p28-29
1대1 | 9일 속성 과정
체험 과정 p32

40세 이상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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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강의실 9개

최대 학급 크기 12명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TV 룸

무료 Wi-Fi

주니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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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학생 복지가 우수함."
최신 LSI 교육 사찰 보고서

주니어 코스

저희 주니어 어학 과정은 영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흥미진진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사회 활동을
누리고 싶어 하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저희는
각 LSI 어학원에서 연중 내내
그룹별로 이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어학원은 개별 학생을
받아들입니다.

www.lsi.edu/juniors

LSI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흥미로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활동 제공
• 국가별 교육 자격을 갖춘 친절하고 열정적인 강사
• 서로 대화하는 수업 방식으로 생생한 실제 상황을
다룸
• 스포츠 및 문화 여행 등 다양한 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호스트 국가 및 해당 관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
• 훈련받은 친절한 활동 지도자가 책임지고 모든
활동 및 여행을 준비 및 동행
• 일일 주말 여행
• 폭넓은 감독 및 복지 활동으로 각 학생을
개별적으로 돌보며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임. 자격을 갖춘 강사와 직원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모든 학생을 감독함

“유능하고 친절한 선생님은 영어를 연습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두에게
추천해요!”
마이테 아타이데 아담(MAITE ATAIDE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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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과정
어학 수업은 주요 문법 및 어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의사소통 및
핵심 능력(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에 중점을 둔 학생 참여형 활동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를 이용하며
주제 위주의 강의 요강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의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16~17세의 어학원
학생들을 위해 일부 센터에서는 시험 준비반도
제공합니다(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 참조).
수업은 현대적인 시설의 어학원 건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지 도시를 강의실로
활용합니다. 많은 수업이 현지인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수업 및 활동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일정은
예약 시 어학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활동,
수업 시간 동안 및 숙소에서 학생들을 전방위로
감독합니다. 학생들은 감독을 받지 않고 통학하며
이때 보통 두 명씩 또는 소그룹으로 다닙니다.
과정 세부 정보
• 코스 옵션 선택: 수업만 포함, 수업+활동, 또는 수업+
활동+숙박*
• 수업 최대 인원: 16명(샌디에고: 18명)
• 주당 20회 어학 수업(뉴욕: 15회)
• 수업 시간: 50분(런던 일링: 45분)
• 위치에 따라 홈스테이 숙박은 2인실/공유실로
제공, 주거형 숙박은 공유실 또는 1인실로 제공
• 매주 5회 평일 활동 및 일일 소풍. 숙박
프로그램에는 추가 저녁 활동 포함.
• 수업만 포함되는 과정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
옵션에 식사 포함
• 365일 24시간 지원
• 가족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

정규 주니어 프로그램 외에도 브라이턴과 토론토에
있는 어학원은 편성된 그룹을 위한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을 연중 내내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두 가지 활동을 시험 중점 워크숍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는 광범위한 영어
어학 시험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중요한
통찰력을 얻고, 시험 기술을 연습하고 향상시켜
최고 성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활동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3회의 오후 시간과
주말 전체가 확보되므로 학습 시간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외출하며 탐험을
즐길 시간이 충분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어학원은 TOEFL Junior 영어 시험에
대해 승인된 시험 센터이며 11세 이상의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날짜는 어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이 정말 좋았고 LSI 선생님들은 훌륭했어요. 모두
그리울 거예요. 여기 다시 올 것 같네요!”
줄리아 다위도우스카, 폴란드

*일부 연령 그룹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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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전용 주니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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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SI 어학원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해 연중 내내 운영되는 어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취리히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거나 오클랜드에서 영어를 배워보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취리히

런던 센트럴

오클랜드

다양한 오후 활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인기 있는
소풍 활동에는 위틀리베르크, 마소알라 우림 및 라인
폭포로의 여행이나 자전거로 도시를 둘러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유로파 공원까지의 일일 여행은 주말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주니어 코스의 일반적인 활동에는 동물원 소풍, 보트
여행 및 박물관 방문이 포함되지만, 어학원은 그룹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과 소풍에는 무리와이에서의 서핑,
승마, 페리호 여행, 볼링 및 오클랜드의 명소
스카이타워 방문이 포함됩니다.

주니어 코스는 개축된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진행되며 이 건물은 취리히의 세련된 제펠트
지역에 있습니다. 주거형 숙소는 호수 건너편의
유스호스텔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LSI 취리히에는
그룹당 최소 6명의 학생이 필요하며,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런던 일링의 자매 센터인 이 어학원은 런던 일링
어학원이 운영되지 않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청소년들에게 그룹 전용 과정을 제공합니다.
어학원에서는 10명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의
예약을 접수하며, 홈스테이 숙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오른편에 위치하면서 마이어스
공원의 옆에 있는 저희 어학원은 공부하기에 좋은
밝고 안락한 장소입니다. 어학원에서는 10명 이상의
학생의 그룹 예약을 받습니다. 홈스테이 숙박도
제공하며, 각 호스트 가족에 최소 두 명의 학생이
배정됩니다.

저희 과정에는 어학 수업, 숙식
제공형 숙박시설, 사회 활동 및 일일
여행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그룹은 그룹의 리더와 동행해야
합니다. 연령대, 소그룹을 위한
최소 수업 인원 및 그룹 리더에게
제공되는 할인/면제 수수료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어학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즈번

브리즈번 중심부에 자리 잡은 어학원은 젊은
학생들에게 아늑하고 친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학원에서는 15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의
예약을 접수하며, 홈스테이 및 주거형 숙소 모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코스의 일반적인 활동에는 동물원 소풍, 보트
여행 및 박물관 방문이 포함되지만, 어학원은 그룹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뉴욕

뉴욕 주니어 코스는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단 45분
거리에 있는 도시 북쪽의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여름철에만 운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64
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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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저희는 돌보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모든 LSI 센터는 지역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보호
및 아동 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업계 표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강의실과 사회 활동 모두에서 감독을
받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항상 교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SI는 교육을 받은
복지 담당관을 모든 어학원에 마련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숙소를 선택하는
경우 보안도 우선순위입니다. LSI 홈스테이는
엄선되었으며 교육을 받은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학생 레지던스의 경우 24시간 감독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 오는 경우 캐나다 대사관이 후견인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SI는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단,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LSI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권 및 항공권과 같은 귀중품은 학생의 첫날 아침에
센터 관리자에게 맡겨서 어학원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복지 및 보호
• 학교 학생 복지와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현지
인증 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각 어학원에는 학생 복지와 보호를 전담하는
교사가 배정됩니다.
• LSI 홈스테이와 직원은 신원 조회를 거칩니다.
• 학생들의 통금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 어학원에 24시간 비상 전화번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학생들은 행동 강령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어학원 생활을 즐기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괴롭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 등하교 시간과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에는 LSI 직원이 학생들을 감독하지 않습니다.

* 영국: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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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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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아이들이 프로그램 기간 중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이 재미있고 교육적인 활동은 어린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언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호스트 국가, 문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온
반 친구들과 섞여 새 친구를 사귀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연습합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적인 감독하에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사회 프로그램
리더는 열정, 에너지, 아이를 돌보는 태도에 따라
선발되며, 결정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것을 즐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
및 비숙박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수업과 활동을
함께합니다. 모든 숙박 프로그램에는 추가 저녁
활동이 포함됩니다.
옆에 있는 예시 스케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숙박 프로그램의 예시 스케줄*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피츠윌리엄
박물관으로 소풍

볼링

케임브리지 사파리
트레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역사 관련 산책
투어

강에서 펀트배
타기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저녁 활동

“수업은 매우 다양하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많은 걸 배웠죠.
오후 소풍이 흥미로웠어요.”
안드레아 오로라 우스턴, 스위스

*일반 언어 수업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개별 어학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에는 저녁 활동이 없습니다.

토요일

출발일 또는 런던
일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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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숙박

학생들은 어학원 주변에서 엄선된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홈스테이가 먼 경우도 있지만,
통학하기에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홈스테이 가정에서 첫날에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식사는 매일 제공되며 세탁, 타월 및
침대 리넨은 매주 한 번 교체됩니다.
학생들은 2인실에서 지내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배정합니다. 가능하면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서로 다른 국가의 학생끼리 방을 같이
쓰도록 배정합니다. 2인실에 예약한 학생 수가
홀수이면 한 명의 학생은 추가 비용 없이 1인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1인실을 원할 경우 일부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학원에
문의하십시오.

레지던스 숙소
LSI는 전 세계 여러 곳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기반의 여름 캠프를 운영합니다.
모든 레지던스는 현대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도심과 그
주변의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구가 완비된
1인실 또는 공유실에 숙박합니다.
대부분의 침실은 전용 욕실이 딸린
1인실입니다.

LSI 직원도 레지던스에서 생활하며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원 대비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나
직원이 이를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녁
시간에는 레지던스 숙소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레지던스 또는 연중 내내 운영되는 근처의
LSI 어학원에서 진행됩니다. 레지던스 숙소는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 독립적인 학생들에게만
권장됩니다. 특정 객실 유형을 선호하는 경우 등록
시 이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심부에 위치한 편안하고 안전한 건물 숙소
• 캠퍼스에 거주하는 LSI 직원이 24시간 감독 제공
• 주로 1인용 침실, 요청 시 일부 2인용 침실 제공
가능
• 개인 욕실 및 샤워 시설이 딸려 있음 - 일부는 3인
또는 4인 공용
• 레지던스, 어학원 또는 가까운 편리한 장소에서의
모든 식사 포함
• 건물 내 세탁 시설 - 직접 세탁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음
• 일주일에 한 번 침대 리넨 교체

www.lsi.edu/juniors

“호스트 가족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했고
제 방은 한마디로 완벽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얻고 배웠습니다.”
시모나 모스코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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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코스를 제공하는 LSI 어학원
영국
캐나다 밴쿠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미국 샌디에고

캐나다 토론토

미국 보스턴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케임브리지
런던 헴스테드

런던 일링

런던 센트럴

스위스 취리히

브라이턴

호주 브리즈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체 패키지
이 옵션에는 수업, 평일 활동, 주말 하루 동안
온종일 이루어지는 여행이 포함됩니다. 모든
식사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홈스테이 또는 학생
레지던스에서 제공됩니다. 학생 레지던스에 머무는
학생들은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추가 저녁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숙박은 과정 시작일 이전 일요일에
시작되며 과정 종료 후 토요일에 끝납니다.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
이 과정은 편성된 그룹에게만 제공되며 전체 패키지
기준으로 일일 캠프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업만 포함
일일 캠프

전체 패키지 - 홈스테이

전체 패키지 - 레지던스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
가족 프로그램
편성된 그룹
개인

취리히

파리(12-17세)

브리즈번

오클랜드

밴쿠버(12-17세)

토론토(6-17세)

샌프란시스코/버클리(12-17세)

샌디에고(6-17세)

보스턴(12-17세)

뉴욕(12-17세)

런던 일링(12-17세)

런던 헴스테드(6-17세)

브라이턴(6-17세)

일일 캠프
이 옵션에는 수업, 점심 식사, 평일 활동, 주말 하루
동안 온종일 이루어지는 여행이 포함됩니다.

케임브리지(9-17세)

수업만 포함
이 과정은 모든 청소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일부
센터의 경우 가장 어린 학생들(6-11세)이 수강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점심은 포함되지 않으며 12
세 미만의 학생들은 학부모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수업 시작과 종료 시에 해당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야 합니다.

런던 센트럴

과정 옵션

과정 찾기

www.lsi.edu/yl-brighton

브라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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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홈스테이
2인실 홈스테이는 도시 주변에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호스트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책상, 의자 및 무료 세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국 법에 따라, 12-15세 학생은 최대 4주(27박)
동안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제공:
• 홈스테이에서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 지역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심 식사권 제공
• 타월 및 침대 리넨 제공

브라이턴 피어

어학원

어학원은 매장, 카페, 레저 센터, 비치 등에서 가까운
호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연령 청소년
(12-17세)의 경우 영어 수업에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
및 소풍 프로그램이 과정에 함께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오리엔테이션 투어 비치 발리

볼링

오후 스포츠

환영 파티

저녁 자유 시간

영화의 밤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노래방 파티

학생 라운지

• 주당 50분 수업 20회(16.7시간)
• 기초반~중급반
• 아침 또는 오후 활동 5회 및 저녁 활동 4회(12-17세)
• 토요일 일일 소풍(12-17세)
• 1인실 또는 2인실 홈스테이로 숙식 제공(12-17세)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옵션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 점심 식사권 제공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과정

LSI 브라이턴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최대 학급 크기 16명

정원
탁구

무료 Wi-Fi

Portla
n
Road d

토요일

출발일
또는
런던 일일 여행

세븐 시스터즈
여행(백악암
절벽)

퀴즈와 게임
저녁 시간

Churc
h Roa
d

Kingsway

200m

English Channel

The Dri
ve

전 세계에서 어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는 활기찬 해변 도시 브라이턴은 비치, 부두,
유원지 등을 갖추고 있고 많은 현지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저희 주니어 프로그램에 딱 맞는 곳입니다.
브라이턴은 런던이 열차로 겨우 50분이면 닿는
곳에 있어서 영국 최고의 명소들을 탐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주요 특징

Ven
t
Villa or
s

위치

또한, 여름에는 가장 어린 학생들(6-11세)에게
다양한 수준의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부모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수업 시작과 종료 시에 해당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야 합니다.

Med
in
Villa a
s

6-11세(하계 전용) 및 12-17세(동계 및 하계). 6-11
세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수업만 포함됩니다. 동계
프로그램은 편성된 그룹 전용입니다.

Hov
e St
.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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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연령

9-11세(하계 전용) 및 12-17세(동계 및 하계). 동계
프로그램은 편성된 그룹 전용입니다.

하계 기간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9-12세 및 13-17
세 학급으로 분류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학급은 종종 이 나이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9-11
세의 경우 더 나이 많은 형제자매, 보호자 또는 그룹
리더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위치

케임브리지는 재미있고 활기찬 분위기와 교육과
학습의 전통이 어우러져 있어서 어린 사람들이
공부하기에 딱 알맞은 곳입니다. 케임브리지는
영국이 내세우는 최상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상적인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런던에서 열차로
불과 50분 거리에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 1시간만
가면 아름다운 노포크 해안선을 볼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홈스테이
2인실 홈스테이는 도시 주변에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호스트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책상, 의자 및 무료 세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되며 소풍용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영국 법에 따라, 12-15세 학생은 최대 4주(27박)
동안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제공:
•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 일일 소풍용 도시락
• 타월 및 침대 리넨 제공

킹스 칼리지

King’s
College

어학원

e
rad
Pa
g’s
Kin

LSI 케임브리지 주니어 과정은 기차역과 유서
깊은 도심 상업지구에서 도보 거리 내에 있는
중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계 기간에는
케임브리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회 활동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케임브리지
대학교 식물원에서부터 레이저 퀘스트와 영화관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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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주당 50분 수업 20회(16.7시간)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토요일 소풍(모든 연령)
• 2인실 홈스테이로 숙식 제공(12-17세)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학생 라운지
정원

무료 Wi-Fi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LSI 케임브리지 일일 캠프 또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피츠윌리엄
박물관으로 소풍

볼링

케임브리지 사파리
트레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역사 관련 산책
투어

강에서 펀트배
타기

홈스테이에서 저녁 식사

토요일

런던 일일 여행

www.lsi.edu/yl-cambridge-residence

케임브리지 레지던스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캠퍼스

어학원은 목적에 맞게 설계된 매력적인 현대식
캠퍼스에 있습니다. 밝은 교실에는 최신 인터랙티브
기술이 완비되어 있으며, 구내 식당은 방금 조리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외부와 분리된 숙박시설
블록은 주요 캠퍼스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어 이
숙박 과정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옵션입니다.
학생들은 매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과정

• 주당 50분 수업 20회(16.7시간)
• 기초반~고급반
• 평일 활동/토요일 소풍(모든 연령)
• 개별 욕실이 있는 숙식 제공 1인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 하계 전용 숙박 프로그램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피츠윌리엄
박물관으로 소풍

볼링

케임브리지 사파리
트레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토요일

출발일 또는 런던
여행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역사 관련 산책
투어

위치

하계 숙박 프로그램은 케임브리지 도심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애비 칼리지 캠퍼스를 기반으로
하며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도보로 단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차역과 레저 공원은 모두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월요일

강에서 펀트배
타기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저녁 활동

숙박시설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학생들에게 보안이 철저한 안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지던스는 현대적이고 편안합니다.
시설 제공:
• 셀프 식당
• 남녀 분리 숙박
• 타월 및 침대 리넨 제공
• 매주 침실 청소
• 매주 리넨 교체
• 구내 세탁 시설
• 모든 방에 금고 제공
• WiFi
• 24시간 경비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한 건물 내에 레지던스 및 강의실 위치
구내 식당, 구내 카페
무료 Wi-Fi

전방위 감독
Cambridge University
Botanic Garden

Mow
bray
Rd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9-12세 및 13-17세 학급으로
분류됩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학급은 종종
이 나이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9-11세의 경우
더 나이 많은 형제자매, 보호자 또는 그룹 리더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LSI 케임브리지 숙박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Cambridge Lakes
Golf Course

Hig
hS
t

연령

9-12세 및 13-17세(하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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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yl-hampstead

런던 헴스테드
연령

6-11세 및 12-17세.

6-11세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수업만 포함됩니다.

위치

LSI 런던 헴스테드는 중앙 런던에서 가까운, 녹음이
우거진 번창하는 교외 지역인 헴스테드 빌리지
(Hampstead Village)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어학원은 그림 같은 주택가에
자리잡고 조용하고 안전한 학습 장소를 제공하지만,
옥스퍼드역과 도시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겨우 20
분 거리에 있어서, 런던의 모든 관광 명소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위치입니다.

어학원

고연령 청소년(12-17세)의 경우 영어 수업에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 및 소풍 프로그램이 과정에
함께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연령 청소년(만 6-11세)의 경우 혼합된 수준
형태의 아침 영어 수업만 제공하며 학부모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수업 시작과 종료 시에 해당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저희 어학원 건물에는 몇몇 성인반(16
세 이상 연령)도 마련되어 있어서, 부모나 비교적
나이가 든 친족과 함께 오는 청소년 학생들이 저희
가족 프로그램의 일부로 같은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과정

숙박시설

12-17세용 홈스테이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은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영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더욱 수월하게 통학하거나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에 따라, 12-15세 학생은 최대 4주(27박)
동안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당 50분 수업 20회(16.7시간)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토요일 소풍(12-17세)
• 2인실 홈스테이로 숙식 제공(12-17세)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London
Hampstead
A400

Camden

Abbey
Road
The Regent’s Park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6–11세용 숙박시설
저연령 청소년의 경우 숙박 옵션을 권장합니다.

프로젝터/평면 스크린
학생 라운지
정원
탁구

무료 Wi-Fi

LSI 런던 헴스테드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웨스트 엔드
뮤지컬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마담 투소 박물관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도시락

캄덴 마켓에서
쇼핑

내셔널 갤러리

홈스테이에서 저녁 식사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토요일

출발일
또는 그리니치
일일 여행/템즈강
크루즈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런던 일링
연령

12-17세. 영어 프로그램만 제공됩니다.

위치

www.lsi.edu/yl-ealing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일링은 런던 서쪽에 위치한 아기자기하고 가족적인
주거 지역으로서 카페, 상점, 공원이 많습니다.
3구역에 있어 교통망이 좋아 지하철로 런던
중심부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일링에서 홈스테이

어학원

이 여름 프로그램은 일링 브로드웨이역에서
도보로 단 10분 거리에 있는 일링 그린 칼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칼리지는 일링의 주요 공원인 월폴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미있는 활동이 포함된 영어 수업
및 런던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는 여행을
결합합니다.

학생 라운지
Th
eM
all

A4020

Walpole
Park

숙박시설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영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더욱 수월하게 통학하거나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함께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영국 법에 따라, 12-15세 학생은 최대 4주(27박)
동안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카나비 스트리트

Ealing Green
College

d
Roa
nge
Gra

Ealing
Common

B455

• 주당 45분 수업 20회(15시간)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토요일 소풍
• 2인실 홈스테이로 숙식 제공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무료 Wi-Fi

d
North Circular Roa

과정

63

Warwick Road

마테우스 모라이스, 브라질

200m

LSI 런던 일링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고
수업은 재밌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호스트 부부는 친절하고
홈스테이 집이 매우
좋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퀴즈

마담 투소 박물관

코벤트 가든 쇼핑
나들이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도시락

트라팔가 광장 및
내셔널 갤러리

오후 스포츠

홈스테이에서 저녁 식사

토요일

출발일 또는
햄프턴 코트 궁전
일일 여행

www.lsi.edu/yl-newyork

뉴욕은 진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감을 선사하는 이 흥미로운
대도시는 놀라운 경험을 보장하지요.

어학원

프로그램은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불과 45분 거리에
있는 도시 북쪽의 사립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빅애플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미난 활동 및 여행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과정

시설 제공:
• 셀프 카페테리아
• 자판기
• 타월 및 침대 리넨 제공
• 매주 침실 청소 및 매일 공동 구역 청소
• 공중 전화 시설
• 코인 세탁 시설
• 각 층의 휴게실
• 24시간 경비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좋은 교통망
무료 Wi-Fi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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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15회 수업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주말 소풍
• 숙식 제공 레지던스 숙소 공유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주요 특징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학생들에게 보안이 철저한 안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지던스는 현대적이고
편안합니다. 학생들은 공용 스위트룸에 배정되며, 각
스위트룸에는 2명 또는 3명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객실과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RO
UT
E9

위치

숙박시설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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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ROUTE 9A

연령

그룹만 해당됨

le Av
enu e

뉴욕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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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뉴욕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수요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소개 및 첫 수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시내 관광

자연사 박물관

뉴욕 서클 라인
크루즈

영화의 밤

점심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화요일

5번가, 소호,
메이시스 쇼핑

저녁 외식

목요일

금요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하드록

헬스장

디스코

토요일

자유의 여신상
또는 엘리스섬으로
여행

www.lsi.edu/yl-boston

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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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대화
주제에 열려 있어요.”
엘마 카우세빅, 보스니아

위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보스턴은
찰스강과 보스턴만을 따라 대서양 연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의 이 문화 교육 중심지에는
프리덤 트레일과 퀸시 시장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퍼블릭 가든, 뉴버리 스트리트,
하버드 스퀘어 및 펜웨이 공원은 이 아름답고 유서
깊은 도시에서 찾아 보게 될 다른 유명한 시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어학원

보스턴에 있는 저희 어학원은 차이나타운과 극장 및
금융 지구의 경계에서 적갈색 사암으로 된 상업용
건물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보스턴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는 재미있는 활동
및 여행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미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도심에 있는 어학원

서로 대화하는 수업
좋은 교통망

레지던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LSI 보스턴은 보호자가 있는
그룹에 한해 레지던스 숙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료 Wi-Fi

Shopping
Center

Boston
Common

Essex Street
China Town

Trem
ont
Stre
et

Bea
ch S
tree
t

200m

LSI 보스턴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소개 및 첫 수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하버드 대학 투어

보스턴 티파티선
박물관

휴식 시간
점심

홈스테이 호스트와 저녁 식사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최대 학급 크기 16명

학생 라운지

과정

• 주당 20회 수업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주말 소풍
• 숙식 제공 홈스테이 숙소 공유실
• 12세 아동은 보호자가 있는 그룹 또는 부모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주요 특징

For
tP
oin
tC
han
nel

연령

12-17세.

오후 게임 및
스포츠

목요일

금요일

뉴버리 스트리트
쇼핑

퀸시 시장 /
파뉼 홀

토요일

일일 도보 가이드
투어 프리덤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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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yl-sandiego

샌디에고
연령

6-11세 및 12-17세. 6세 미만 어린이용 옵션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1세용으로 게재된 프로그램에는 수업만
포함되지만, 어학원은 요청에 따라 수업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샌디에고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1년 내내 완벽한 날씨와 더불어
샌디에고에서 가까운 곳에 수 킬로미터의 해변,
장관을 이루는 산, 아름다운 사막이 있어 미국
최고의 휴가지 중 하나입니다. 느긋한 샌디에고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기에 가장 친근하고
재미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어학원

프로그램은 센트럴 LSI 어학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연령 청소년(12-17세)의 경우 어학 과정에 영어
수업과 다양한 활동 및 소풍이 포함됩니다. 저연령
청소년(6-11세)의 경우 혼합된 수준 형태의 아침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과정

• 주당 20회 수업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매주 소풍(12-17세)
• 숙식 제공 홈스테이 숙소 공유실(12-17세)
• 12세 아동은 보호자가 있는 그룹 또는 부모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6-11세 학생은 가족 프로그램의 일부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급당 최대 18명의 학생

숙박시설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미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8명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학생 라운지

학생 컴퓨터
무료 Wi-Fi

“LSI 샌디에고에서 주니어 영어 프로그램을 위해 멋진 21
일간의 여정을 선사해줘서 고마움을 느껴요.”
도밍고 창, 대만

LSI 샌디에고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소개 및 첫 수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도시 투어

샌디에고 동물원

점심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오후 게임 및
스포츠

목요일

금요일

올드 타운 멕시칸
마을

비치 발리볼

토요일

발보아 공원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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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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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Avenue

W Broadway

Balboa Park

San Diego Zoo

Imperial Ave.

www.lsi.edu/yl-berkeley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연령

숙박시설

12-17세.

위치

버클리는 이스트 베이에 위치한 친절하고 활기
넘치는 대학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주요
명소와 베이 지역에서 대중 교통으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활기찬 예술 커뮤니티,
번성하는 문화 분야 및 많은 녹지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 최고의 공립 대학인 UC
버클리가 있는 곳입니다.

어학원

프로그램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설비가 잘 갖춰진 친근한 저희 어학원에서
진행되며, 대학 캠퍼스에서 단 한 블록 떨어져 있고,
텔레그래프 애비뉴의 다양한 상점과 카페에서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재미난
활동 및 여행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미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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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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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San Francisco
30 mins

• 주당 20회 수업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매주 소풍
• 숙식 제공 홈스테이 숙소 공유실
• 12세 아동은 보호자가 있는 그룹 또는 부모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도심에 있는 어학원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탁구

무료 Wi-Fi

화요일

수요일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소개 및 첫 수업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샌프란시스코
도시 투어

자이언츠 또는
애슬레틱스 경기

점심

University
of
California

최대 학급 크기 16명

LSI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도착 또는 휴일

Berkeley
Marina

주요 특징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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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게임 및
스포츠

목요일

금요일

텔레그래프
애비뉴에서 쇼핑

공원에서 바비큐

토요일

알카트라즈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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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yl-toronto

토론토
연령

6-11세(하계 전용) 및 12-17세(편성된 그룹용 동계
프로그램, 개인 및 그룹용 하계 프로그램) 6-11세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수업만 포함됩니다.

위치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며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많은 명소를 자랑하며,
우수한 대중교통 시설과 세계적 수준의 쇼핑,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매우 안전한 도시입니다.

어학원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캐나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서로 대화하는 수업
학생 라운지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학생 라운지

좋은 교통망
무료 Wi-Fi

레지던스(하계 전용)
라이어슨 대학의 피트먼 홀은 토론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편안하고 현대적인 숙소입니다. 이
레지던스는 LSI 토론토 캠퍼스에서 지하철로 불과
4개 정거장 떨어져 있으며,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생은 13세 이상이어야 하며 편성된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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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프로그램은 로즈데일의 매력적인 주거
지역에 있는 재미있고 친절하며 세심한 어학원에서
진행되며 시내 중심에서 가깝습니다. 고연령 청소년
(12-17세)의 경우 영어 수업에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
및 소풍 프로그램이 과정에 함께 결합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가장 어린 학생들
(6-11세)에게 혼합된 수준 형태의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학부모 또는 지정된 보호자가
수업 시작과 종료 시에 해당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와야 합니다. 어학원은 성인 수업도
운영하므로 LSI 토론토는 가족 프로그램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숙박시설

Downtown Toronto

East
Bloor St

과정

• 주당 50분 수업 20회
• 기초반~고급반
• 수업(모든 연령)만 제공하거나 일일 활동 및 주말
소풍이 포함된 수업(12-17세)을 제공하는 일일
캠프 이용 가능
• 13-17세 학생의 경우 2인실 홈스테이 또는 1인실
레지던스 숙소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레지던스
옵션은 여름철에 그룹에게만 제공됩니다.
• 청소년 인재 시험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옵션
• 12세 이하의 학생들은 보호자/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홈스테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LSI 토론토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문법, 어휘 실력

소개 및 첫 수업

프로젝트 작업

CN 타워

오후 게임 및
스포츠

점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카사 로마 방문

토론토 동물원

오후 게임 및
스포츠

지정 교육 기관
번호: O19332668052

토요일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

www.lsi.edu/yl-vancouver

밴쿠버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도심에 있는 어학원

서로 대화하는 수업

시설 제공:
• 친절하고 친근한 분위기
• 침대 리넨 및 타월 제공
• 무료 세탁 시설
• 훌륭하고 안정적인 교통망

학생 라운지

좋은 교통망
무료 Wi-Fi

어학원

e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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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밴쿠버는 1993년부터 전 세계의 학생들을
맞이해온 아담한 규모의 세심한 어학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큰 쇼핑 센터와 식당들이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니어 영어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업과 더불어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 및 여행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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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밴쿠버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및 배치고사

휴식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레이저 태그

아쿠아리움

화이트캡스 경기

사이언스 월드

종합 능력/프로젝트 작업

점심

라이트하우스
공원 방문

호스트 가족과 저녁 식사

지정 교육 기관
번호: O19283928542

St

St

False Creek

프로젝트 작업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N
el
so
n

Gr
an
vi
lle

• 주당 50분 수업 20회
• 기초반~고급반
• 오전 또는 오후 활동/주말 소풍
• 13-17세 학생의 경우 2인실 홈스테이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 12세 학생들은 보호자/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홈스테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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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bie St Bridg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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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는 캐나다 서해안에 위치합니다.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사는 매우 다문화적인 도시입니다. 태평양과
아름다운 코스트 산맥 사이에 위치한 깨끗한
도시로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은 훌륭합니다.

홈스테이
LSI 홈스테이는 저희 숙박시설 담당자가 엄선,
모니터링 및 방문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캐나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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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숙박시설

BC
99

12-17세(편성된 그룹용 동계 프로그램, 개인 및
그룹용 하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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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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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휘슬러로 일일
여행

www.lsi.edu/yl-paris

위치

저희 센터는 퐁피두 센터 인근의 유서 깊은 파리
중심부에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노트르담, 그리고
우아한 보헤미안 지구인 마레 및 레알과 같은 파리
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텔드빌(Hôtel de Ville) 및 랑뷔토(Rambuteau)
지하철역은 어학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학원

모든 수업은 퐁피두 센터 근처의 현대적인 최신식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성인 학습도
진행되므로 일일 캠프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이상적입니다. 숙박
프로그램 대상은 13-17세입니다. 학생들은 마레
지구의 어학원에서 도보로 단 10분 거리에 있는
편안한 숙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과정

• 주당 50분 수업 20회(16.7시간)
• 기초반~고급반
• 평일 활동/토요일 소풍
• 수업만 제공하거나 활동이 포함된 수업을 제공하는
일일 캠프 이용 가능
• 숙식 제공 레지던스 숙소 공유실(13-17세)
• 학급당 최대 16명의 학생

숙박시설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학생들에게 보안이 철저한 안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레지던스는 마레 지구의 아기자기한
전형적인 17세기 건물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별이
분리된 기숙사에서 자며 전방위로 감독받습니다.
시설 제공:
• 최대 10명까지 수용하는 공유실
• 침대 리넨 제공(타월은 제공하지 않음)
• 자판기
• 학생 휴게실
• 셀프서비스 식당
• WiFi
• 안전 금고 이용 가능
• 24시간 경비
• 공중 전화 시설
• 코인 세탁 시설
• 각 층의 휴게실

주요 특징

최대 학급 크기 16명
서로 대화하는 수업

도보 거리 내에 있는 레지던스 및
어학원
도심에 있는 어학원
무료 Wi-Fi

학생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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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파리 주니어 프로그램의 주별 스케줄 예시
일요일

도착 또는 휴일

월요일

환영, 시험 및 첫
수업

The Centre
Pompidou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바토무슈를 타고
리버 크루즈

퐁피두 센터

시테 데 시앙스
과학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문법, 어휘 실력

휴식 시간

프로젝트 작업
점심

플로랄 공원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저녁 활동

보유 인증 내역
및 멤버십

Ren
ard

12-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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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cademy of Paris

토요일

베르사유 일일
여행

www.lsi.edu/juniors

“LSI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 왔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LSI.”
아메트 세틴,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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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si.edu/family-programme

가족 프로그램
LSI 가족 프로그램

LSI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휴가와 어학연수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학부모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께서는 광범위한
성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분은 청소년을
위한 LSI의 전문 어학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 활동과 교수법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 특별히 맞추어 진행되며, 전체 가족이 즐기는
가운데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프로그램은 주니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모든
LSI 어학원에서 제공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LSI 가족 프로그램
(6–11세)
저연령 학생(6-11세)을 위해 LSI에서는 샌디에고,
토론토, 브라이턴, 케임브리지(9-11세) 및 런던
헴스테드에서 여름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겨울 프로그램도 런던 헴스테드 및 샌디에고에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 과정만 제공하지만, 예외적으로
케임브리지에서는 선택 활동이 함께 제공됩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저희 어학원은 요청에 따라 활동
패키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규모와 이용 가능 상황에 따라, LSI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하거나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숙박
시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샌디에고 어학원은
6세 미만 아동을 위해 현장 보육 옵션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돕는 재미있는 환경에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 활동 및 만들기를 가르칩니다. 비교적
어린 아동은 형제나 부모를 동반하여 활동하고
샌디에고 어린이 도서관, 발보아 공원, 샌디에고
동물원 등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과정과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도움을
주는 친절한 교사들도
많아요!”
필립 미수로빅, 몬테네그로

LSI - 더 넓은
세계를 만나다
영국

미국

LSI 런던 헴스테드
13 Lyndhurst Terrace
London NW3 5QA
전화: +44 (0)207 794 8111
이메일: ham@LSI.edu

LSI 샌디에고
1706 5th Avenue
San Diego CA 92101
전화: +1 619 234 2881
이메일: san@LSI.edu

LSI 브라이턴 벤트너 캠퍼스
13 Ventnor Villas
Brighton BN3 3DD
전화: +44 (0)1273 722 060
이메일: bri@LSI.edu

LSI 뉴욕
40 Rector Street,
10th Floor,
Suite 1000
New York NY 10006
전화: +1 212 965 9940
이메일: nyc@LSI.edu

LSI 런던 센트럴
19–21 Ridgmount Street
London WC1E 7AH
전화: +44 (0)207 467 6500
이메일: lon@LSI.edu

LSI 브라이턴 포틀랜드 캠퍼스
55-61 Portland Rd
Brighton BN3 5DQ
전화: +44 (0)1273 722 060
이메일: bri@LSI.edu

LSI 케임브리지
41 Tenison Road
Cambridge CB1 2DG
전화: +44 (0)1223 361 783
이메일: cam@LSI.edu

Prospectus design by ICG www.icgonline.co.uk

LSI 런던 일링
Ealing Green College,
The Green,
London W5 5EW
이메일: ealing@lsi.edu

LSI 버클리
2015 Center Street
Berkeley CA 94704
전화: +1 510 841 4695
이메일: ber@LSI.edu

LSI 보스턴
105 Beach Street
Boston MA 02111
전화: +1 617 542 3600
이메일: bos@LSI.edu

캐나다

LSI 밴쿠버
2nd Floor
806 Homer Street
Vancouver B.C. V6B 2W5
전화: +1 604 683 7654
팩스: +1 604 683 7554
이메일: van@LSI.edu
LSI 토론토
Suite 210,
1055 Yonge Street
Toronto ON M4W 2L2
전화: +1 416 928 6888
팩스: +1 416 928 3388
이메일: tor@LSI.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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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LSI 오클랜드
Level 1,
10–12 Scotia Place
Auckland 1010
전화: +64 (0)9 303 3097
팩스: +64 (0)9 303 3497
이메일: auc@LSI.edu

호주

LSI 브리즈번
93 Edward Street
Brisbane QLD 4001
전화: +61 (0)7 3221 6977
팩스: +61 (0)7 3221 6861
이메일: bne@LSI.edu

프랑스

LSI 파리
23 Rue du Renard
75004 Paris
전화: +33 (0)1 4260 5370
이메일: par@LSI.edu

스위스

LSI 취리히
Kreuzstrasse 36
8008 Zurich
전화: +41 (0)44 251 5889
팩스: +41 (0)44 251 5805
이메일: zur@LSI.edu

벨기에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Boulevard Clovis 83/ 83
Clovislaan
1000 Bruxelles/1000
Brussel
전화: +32 (0)2 217 2373
이메일: info@lsi-be.net

lsi.edu를 방문하여 어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상 투어를 해보세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은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신 과정 정보는 www.lsi.edu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에서의 경험은 훌륭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외국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나
재밌다는 사실을요."
마이클 마, 대만

LSI 커뮤니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si.edu/tv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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