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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가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

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

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

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

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스마트 안심유학’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

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

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

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

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

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

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

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

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

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

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

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

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모두가 주목하는 유럽 교육

유학플래너가 직접 체험한 알찬 정보들

그동안 우리는 유학이나 어학연수 하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영어권

나라를 떠올렸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영어권

나라에 비해 유학이나 이민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적고, 학비 면제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학네트가 세계적인 언

어교육기관 EF와 함께 유럽의 생생한 교육과 학교 정보들을 직접 체험하고

왔다.



GERMANY

영어와 독일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한 독일

독일은 유럽으로의 유학연수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나

라 중 하나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보니 자국민은 물론 외국 유

학생들에게까지 학비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 꼭 독

일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강좌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

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학네트 팸트립단이 찾은 독일은 어디를 가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

라였다. 또 학교면 학교, 일반 여행지면 여행지 어디서나 외국인들에 대한 친

절이 몸에 배어있어 그만큼 학생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기도 편할 것 같았다.

특히 EF 뮌헨은 학생들을 각자의 필요와 실력에 맞춰 개인화한 소규모 어학

교실을 배정해 학생들이 보다 빠르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독일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

활동을 마련해뒀다.

EF 베를린 또한 개별 맞춤식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곳은 도보 20분 내

거리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어학연수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F Munich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EF Berlin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FRANCE

예술과 요리 외에도 기회가 풍부한 곳, 프랑스

예술의 나라,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나라 프랑스. 발자크, 스탕

달, 보들레르, 랭보 등 문인들은 물론 마네, 모네, 마티스 등 화가들은 전세계

사람들의 감성을 담당해왔다. 파리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정도로 장구한 문화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나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유학, 요리유학이 인기를 끌면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 있는 학교를 다녀온 팸트립단은

역시 ‘프랑스’를 외치며 감탄은 연발했다고. EF 파리는 첨단 유행 지구인 마

레 지구 바로 북쪽, 그랑 불르바르에 있어 파리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

이다.

가장 특이한 점은 프랑스에 자리한 센터답게 일반적인 어학연수 외에 프랑스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교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

은 추후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인 르 꼴동 블루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EF 니스는 아름답고 유명한 ‘프롬나드 데 정글레’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팸트립단의 가장 큰 환호를 받은 학교이기도 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림 같은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였기 때문. 특히 이곳은 현지 학교와

부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학기 중에는 현지 프랑스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

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장점이다.



EF Paris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사설기숙사, 홈스테이

EF Nice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200~3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홈스테이



SPAIN

학교마다 특유의 컬러를 지닌 개성과 열정 넘치는 스페인

각 나라는 저마다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은 유독 열

정과 개성이 넘치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프랑스와 가깝지만 유럽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건축양식과 화려한 색채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스페인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답게

과거의 유산과 현대적 인프라가 잘 어우러진 곳이다.

팸트립단은 이곳에서 비즈니스 밀집지역인 살라망카에 위치한 EF 마드리드

를 찾았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로 지어진 EF 마드리드는 매년 100~200

명 정도가 공부하는 학교로, 다양한 형태의 강의실과 컴퓨터 Lab실, 야외 테

라스 등의 최신 시설이 완비된 영어학교.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깔끔한 모습에

팸트립단은 본인들이 직접 다니고 싶었다는 후문을 전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또 다른 학교인 EF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건축 도시에 걸맞은 아

름다운 학교 디자인으로 팸트립단을 맞았다.

경력 있고 열정적인 교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은 10% 미만의

한국인 비율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바로셀로나만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다.



EF Madrid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EF Barcelona

설립 연도 1965년

평균 인원 100~200명

한국인 비율 10% 미만

숙박 종류 자체기숙사



워킹홀리데이, 준비됐나요?

떠나기 전에 고려해봐야 할 것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체결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허

가하는 비자이다. 청춘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소중한 기회이다. 워킹홀

리데이를 떠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풍성해야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

홀리데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의

철처한 준비로 시작되는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을 짚어봤

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선택지는?

‘워킹홀리데이’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이 있다. 많은 워홀러들이 선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선택지’로 볼 필요는 없다. 찬찬히 살펴보면 꽤 많은 워킹

홀리데이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있는 국가는 워킹홀리데이 체결

국 20개국과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국으로 총 21개국이다. 워킹홀리데이 체

결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

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

덜란드, 벨기에, 칠레이고 청년교류제도 체결국은 영국이다.

평균 1년 정도 체류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신중

히 고민해야 한다. 또 기후, 국민성, 물가, 치안, 자연환경, 인접국, 관광 요소, 

교육의 질 등 나라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꼭

맞는 워킹홀리데이 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워킹홀리데이에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쓸까?

워킹홀리데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

랜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각각 1~2년, 3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영국은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워킹홀리데이 허용

국가 중 유일하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별로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 확인은 중요

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의 최대 체류 기간을 확인한 후, 얼마만큼의 시간을

워킹홀리데이에 쓸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

어, 1년의 시간을 워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1년 중 관광, 취업, 어학연수

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1년 머문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1년간 의미

없는 잡무만 하고 돌아와서 워홀에 실패하는 워홀러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할 때, 영어 실력과 특별한 경험, 여행의 즐거움을 모

두 맛볼 수 있다.

또한 나라마다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

서는 몇 개월까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워홀 기간 1년 동안 자유롭게 어학연수를 허용하는 나라

가 있는가 하면 4개월, 6개월 등 어학연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어학연수 허용 기간을 확인하여 자신은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워킹홀리데이도 플랜 B가 필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나라마다 모집인원도 다르고 지원 시기도 다르다. 어떤 나라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신 지원 시기가 매년 불특정한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지원 시기는 연중 수시로 자유롭지만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

다. 나라마다 신청 방법도 제각각이고 신청할 때 필요한 지원 서류도 다르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불합격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할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 지원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사한 환경의 나라를 2지망으로 생각하는

등 플랜 B를 세워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직접 부딪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의 유급 인턴십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노린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유학네트 등 믿을 수 있는 유학회사를 통해 이

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영어 실력과 일자리, 경력

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어학연수, 대도시 vs 중소도시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이 다른 것처럼 해외의 다른 나라도 도시에 따라 그

규모와 분위기,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 마련. 대도시에서의 어학연수와 중소도

시에서의 어학연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대도시 vs 중소도시, 내게 꼭

맞는 어학연수 도시는 어떻게 찾을까?

1. 나의 성향 파악하기

대도시

사람들이 많고 북적이는 곳을 좋아한다.

바쁘고 활기찬 생활을 즐긴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중소도시

사람들이 적고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전원적인 분위기와 환경을 원한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



2. 나의 연수 목적 파악하기

대도시

취업에 대비한 비즈니스 영어 등을 배우고 싶다
영어시험 준비과정 등 다양한 전문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인턴십을 통한 현지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환경에서 국제도시의 글로벌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싶다.

중소 도시

현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학연수 영어학교의 세심한 관리를 받기 원한다.

영어 공부에만 집중해서 영어 실력을 확실히 향상하고 싶다.
한국인이 적은 환경을 원한다.

3. 키워드로 장점 파악하기

대도시

#다양한 볼거리

#편리함

#교통의 요지

#편의시설 굿굿굿!

중소도시

#저렴한 비용

#착한 물가

#현지에 동화되기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

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

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

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

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

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

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

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

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

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

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http://www.isecard.co.kr/new/
https://www.isic.co.kr/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

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

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

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

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

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각기 사

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

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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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소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C.)

화폐 미국달러(USD)

면적 • 983만 3,517㎢
•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나라

언어 영어

시차 Pacific(-17), Mountain(-16), Central(-15), 
Eastern(-14)로 나뉜다.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는 뉴욕 기
준으로 한국의 오전 10시는 뉴욕의 전날 저녁 8시이다.

인종 • 백인 80%
• 흑인 12.8%
• 아시아계 4.4%
• 다민족 2%
• 원주민 0.8%

기후 서부(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등)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4~10월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약간 내리지만 따뜻한
편이다. 

북동부(뉴욕, 보스턴 등)
봄, 가을이 짧고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춥
다. 

서남부 (아리조나, 뉴 멕시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일교차가 크다. 동

남부(텍사스, 플로리다)
습도가 높고 일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유학비자 종류 관광비자(無비자)
주당 18시간 미만의 수업에 한해 최대 3개월(12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F1비자
어학연수, 초중고유학, 대학(원)유학을 위한 학생비자이다. 

J1비자
교환학생을 위한 비자이다.

아르바이트
F1비자 가능(정규 대학과정 이상 수강자에 한해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교내 아르바이트 가능)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3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50만원
= 약 280만원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표준화된 미국식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 학교 및 지역 선택의 폭이 넓다. 
•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 통한 정규대학 진학이 가능해 대

학입학/편입이 수월하다.

단점 • 유명 학교에 한국인이 집중되는 편이다. 
•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 안전에 대한 불안이 있다. 
• 타 국가에 비해 학생비자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추천 관광지 • 라스베가스
• 그랜드 캐니언
• 요새미티 국립공원
• 자유의 여신상
• 헐리우드
• 하와이
•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미국 주요 도시 소개

미국은 50개의 자치구와 한 개의 수도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지형을 비롯해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명하다. 동부와 서부를 횡

단하는 데만 비행기로 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영토에 ‘미국 속 유럽’이

라 불리는 LA,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프란시스코,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등등

도시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 동·서부를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만나보자.



San Francisco

미국 IT의 중심,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밸리가 있고 휴렛팩

커드, 인텔, 페어차일드, 텐덤, 애플, EA, 어도비, 이베이, 야구, 구글 등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운집하고 있으며 미국 전자공업협회(AEA) 본부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IT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미 서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 명문대인 스탠포드와 UC 버클

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약 중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도 유명한데 빅

토리아풍 건축물과 금문교, 케이블카 등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가 어우러져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L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St Giles



Los Angeles

영화의 메카, LA

영화계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별을 남기고 싶어하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부터 그라우맨스 차이니즈 극장 등 수많은 영화관과 월드 스타들

의 대저택이 모인 것으로 유명한 비버리힐즈, 거대 영화 스튜디오이자 테마

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꿈의 세계를 선사

하는 디즈니랜드까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집결한 도시, 바로 로스엔젤레

스(LA)다. LA에는 수많은 유명 영화인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영화계 종사를

꿈 꾸는 세계의 영화 학도들이 모이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칼아츠, 

UCLA 등의 학교가 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LC

•EF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San Diego

American’s Finest City,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위치한 샌디에이고는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연중 쾌적한 날씨를 자랑하며 ‘American’s Finest City’,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불린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가장 기후가 좋

은 도시, 세계적으로 여행가들이 꼭 가봐야 할 도시, 박물관의 고장 등 많은 수

식어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UCSD, SDSU 등 유명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곳곳에 수많은 박물관과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있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또 낮은 범죄율과 안정된 치

안으로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LS

•Eurocentres

•LSI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New York

세계 패션의 중심지, 뉴욕

세계 패션의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 뉴욕은 패셔니스타를 대표하던 ‘빠리지엥’

을 역사의 뒤편으로 흘려보내고 ‘뉴요커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FIT, 

Parsons, Pratt 등 유수의 패션 전문 교육기관이 뉴욕에 밀집했으며, 패션

분야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찾고 있다. 뉴욕은 창의적

영감을 얻기에도 좋은 도시다. 자유의 여신상, 그리니치 빌리지,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소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룩클린 브릿지, 월스트리트, 

카네기홀, 성 요한 성당 등 세계적 명소와 더불어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볼

거리가 많아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해도 1년 365일이 모자라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L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LSI

•St Giles



Boston

미국의 아테네, 보스턴

보스턴은 미국 최고의 대학 도시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일부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모여있고,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와

MIT 등 명문대가 소재해 있다. 뉴욕의 화려함은 없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아

늑하고 전원적인 환경에 학구적인 분위기로 교육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인 만큼 미국 최초의 공원인 보스턴 센트럴 파크, 

미국 최초의 역사 박물관 폴 리비어 집 등을 볼 수 있다. 또 미국 독립혁명의

무대였던 만큼 파크 스트리트 교회, 보스턴 차 사건 비밀 집회소 등 미국 독립

전쟁 관련 유적지도 많이 볼 수 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LC

•EF

•ELS

•FL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LAL

•LSI

Boston



대학 부설 영어 연수 프로그램

영어 연수를 하는 장소를 나눌 때 흔히 사설 영어학교와 대학부설 영어학교로

구분한다. 사설 영어학교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YB*, 해커*와 같은 전문 영

어 교육 기관에서 배우는 것으로 전체 어학연수 학생의 80%가 이 경우에 해

당한다.

대학부설은 국내 대학교의 어학당과 같이 대학교 내에서 영어과정을 제공하

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에는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약간은 딱딱한

수업 방식과 엄격한 규정 등의 이유로 사설 영어학교에 비해 선호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현지 학생과의 교류, 대학 내 시설 이용, 해당 대학으

로의 진학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대학부설 영어학교 중에서도 주요 명문대 부설 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

한다.



콜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는 미국에서 5번째로 오래 된 아이

비리그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다.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탄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양한 상점과 스낵바, 레스토랑 등이 있어 생활편의성도 높다. 부설 영어연

수 기관인 ALP(The American Language Program)는 1911년 설립되

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명문 사립 영어학교로 꼽히는

Eurocentres와 파트너 협약을 맺어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좋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 필라델피아

콜럼비아와 마찬가지로 아이비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명문대학으로서 아이비

리그 대학 중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하고 우수한 대학으로 유명하

다.

특히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인 와튼 스쿨은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경영대학원

과 함께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TOP 3 중 하나이다. 펜

실베니아 대학교의 부설영어 프로그램인 ELP(English Language 

Program)는 1960년에 설립되었고, 매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1,800명 이상

의 학생이 이 과정을 듣고 있다. 일반 영어과정 이외에도 Upenn의 본과 수업

을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인정 프로그램, 비즈니스 전문 프

로그램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미시건 주립 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 이스트랜싱

대표적인 명문대학교 중 한 곳인 미시건 주립 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MSU)는 미시건주 이스트 랜싱(East Lansing)에 위치해 있다. 

이스트 랜싱은 그리 크지 않은 전형적인 미국의 중소도시이지만 대학가를 중

심으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쉽게 가

까워 질 수 있으며, 미국 전통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MSU의

부설 영어프로그램(ESL)은 1961년 설립 되었으며, 대학 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고 캠퍼스 자체가 거대한 공원과 같은 분위기여서 미시간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탐방을 즐기는 동시에 영어실력도 쌓을 수 있다. 부설영어 프로

그램과 함께 TOEFL 79점 이상, 대학교 성적이 우수한 경우 MSU의 본과 수

업을 들으며 학점을 딸 수 있는 American Semester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하고 있다.



조지아 공과 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애틀란타

조지아 공과 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조지아주

(Georgia)의 주도인 애틀란타(Atlanta)에 위치한 주립대학으로 조지아텍

(Georgia Tech), Tech, G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35개의 대학으로 구

성되어 있는 조지아주의 주립대학 시스템인 조지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에 속해 있는 대학으로, 종합대학이지만 학교의 이름

처럼 과학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학분야에서는 미국에서뿐만 아니

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동남부 최고의 공대로 조지아주 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부의 모든 주에서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학이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다양한 학생 구성

을 이루어, 해마다 가장 많은 여성 및 흑인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조지아텍은 약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학부설 영어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다른 동부 대학들에 비해 저렴한 학비가 장점이며 TOEFL, GRE, 

GMAT 등의 다양한 시험과정도 운영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로스앤젤레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는 1880년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36,000여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학교이다. 이 때문

에 캠퍼스도 크고 학생들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또한 USC는 대학

풋볼리그에서 강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같은 LA에 위치한 UCLA와는 라이벌

관계여서 두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경기장 앞이 통제될 만큼 많은 인파가 몰

린다고 한다. USC의 부설영어기관인 USC International Academy는 집

중영어과정은 물론 학부, 석사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이미 영어회화실력이 탄탄하여

학부/대학원 수준의 영어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미국, 취업스펙 쌓기도 가능!

WORK EXPERIENCE 프로그램

취업포탈 사람인에서 발표한 ‘기업이 원하는 스펙, 원하지 않는 스펙’을 살펴

보면,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스펙 1위는 인턴 경험이 31.1%로 가장 높았다. 

결국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무에 맞는 경험인데, 미국의

주요 영어학교에서는 영어실력향상과 함께 직무 체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돈보다 값진 경험과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을 만

나보자.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이 갖추어지면 미국 내

기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급은 아

니지만 직무 체험 후 수료증과 함께 직무를 체험한 회사 및 기관에서 추천서

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면 집중 회화과정을 먼저 공부하

여 영어실력을 쌓은 후 지원해보자.



샘플 학업 플랜



참가 학생들이 전하는 생생스토리

“저는 약 8주 동안 BMW에서 직무체험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언어뿐만 아니

라 미국 비즈니스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 수퍼바이저

는 영어실력이 많이 부족한 제게 마케팅 분야에 대한 기본 업무도 친절히 설

명해주시고, 식사 제안도 먼저 해주시는 등 제가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루 7~8시간 직무체험을 하면서 영어실력이 많

이 향상됨을 느꼈고 미국 친구들을 통해 미국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

다. 저는 두 곳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요, 구직 활동에 스트레스도 많

이 받고 ‘포기할까..?’하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도와주셨고 결국은 두 곳 모두에 합격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

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가다 보면 미

국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자신의 모습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

들 수 있습니다.”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엔젤레스
•마이애미

학교소개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
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
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유학네트 학생들만을 위한 ‘프리미어 영어과정 (일반영어 + 일대일영어) 

제공

✓ 낮은 한국학생 비율과 높은 유럽학생 비율의 우수한 국적비율

✓ 대부분의 교사가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C (English Language Cente)

위치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산타바바라

학교소개 1978년 설립되어 약 4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낮은 한국학
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어실력에 따른
10단계 레벨 구성으로 심도 깊은 수업을 제공한다. 미국의 동
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도시에 센터가 위치하며 센터 이동이 가
능하다.

이래서 추천!

✓ 공식 Cambridge 시험 센터

✓ TOEFL 없이 연계 대학으로 조건부입학 가능

✓ 각 도시의 다운타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보스턴
•시카고
•호놀룰루
•마이애미
•뉴욕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산타바바라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워싱턴DC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S

위치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등 총 42개 센터

학교소개 1961년부터 전 세계 143개 국가에서 온 120만 명 이상의 학
생들이 영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
다. 12단계의 영어 레벨, 최첨단 언어 기술 센터(Language 
Technology Center), 다양한 시험 서비스 및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접근법과 학생의 목
표 달성을 위한 헌신을 통해 성공을 보장한다. ELS는 전 세계적
으로 650개 이상의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모든 센터는 공식 TOEFL 시험 센터로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TOEFL 

시험 제공 기관 중 하나

✓ 경력이 풍부한 교사진 중 많은 교사가 석사/TESOL/TEFL 자격증을 보유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urocentres San Diego

위치 샌디에이고

학교소개 British Council, ALTO, FIYRO의 회원교로 전세계 학생들에
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Oxford 
International 그룹에 속해있다. 주요 교통서비스, 쇼핑센터, 
상점, 레스토랑 등이 갖춰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있다.

이래서 추천!

✓ 샌디에이고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학업 가능

✓ 유로센터 개인맞춤형 목표설정 시스템인 JET Analysis를 통한 철저한 학

생관리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FLS International

위치 •뉴욕(저지 시티)
•보스턴
•필라델피아
•글렌도라
•풀러턴
•미션 비에이호

학교소개 영어연수 프로그램 및 대학진학서비스(UPP)를 제공하는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영어레벨이 중상급 이상이 되면 대학의 수
업을 청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레벨을 수료하
면 연계된 대학으로 TOEFL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대학 내 부대시설을 모두 이용하며 대학생활 경험 가능

✓ 100여개 이상의 FLS 연계대학에서 조건부 입학허가서 발급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INTO

위치 •보스턴
•버밍엄
•코벨리스
•페어팩스
•포트 콜린스
•헌팅턴
•매디슨
•세인트 루이스
•탬파
•풀먼
•블루밍턴-노멀

학교소개 미국과 영국의 명문 대학 진학을 희망한느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영어 연수과정은 물론 명문 주
립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은 내신성적과 영어
실력으로도 미국 명문 주립대에 입학이 가능한 대학진학보장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대학교 기숙사 및 시설 이용 가능

✓ 대학진학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명문 주립대학교 2학년으로 진

학 보장

✓ 학점 이수 과정으로 영어과정 수강과 함께 본과 교양과목 수강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총 18개 센터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조건부입학 제공

✓ 협력 대학 중 일부는 TOEFL 없이 진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ings Education

위치 •뉴욕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학교소개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세
심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집중적이고 세심한 학생 케어를 제공하며 최적의 학
습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어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LA센터는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 보스턴과 뉴저지(로랜스빌) 센터는 학구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고 싶

은 학생들에게 추천

✓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영어플러스 과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AL Language Centres

위치 •포트로더데일
•보스턴

학교소개 미국뿐 아니라 영국,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다국적 영어학교이다. 균형 잡힌 국적비율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소규모

이래서 추천!

✓ 저렴한 학비와 낮은 한국학생 비율로 영어학습의 효율 극대화

✓ 영어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CAE(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에서 인증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버클리
•샌디에이고
•보스턴
•뉴욕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
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
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
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
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센터당 총 학생수가 50~150명 정도의 소규모 영어학교로 학생 관리가

뛰어남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

을 자랑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PIA at Warner Pacific University

위치 포틀랜드

학교소개 미국 교육인증기관 AAIEP 회원교이자, ACCET, TESOL, 
ORETESOL, NAFSA, JAFSA 등의 인증을 받은 공신력있는
교육기관이다. PIA가 위치한 포틀랜드는 미국에서도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이며 대중교통 또한 잘 발달해 있어 생활하기에 편
리하다.

이래서 추천!

✓ 오리건주는 소비세가 없고,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

✓ 일정 레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비영리기관(NGO)에서 직무연수 가능

✓ 매주 1시간 무료 1:1 수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 밀착 케어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t. Giles International

위치 •샌프란시스코
•뉴욕

학교소개 195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St. Giles 영어학교는 미국
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의 주요 도시들에 7개의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재단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처에서 제공된다.

이래서 추천!

✓ 학급당 최대 5명의 학생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플래티넘 영어과정

을 운영

✓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학비로 학업이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TLC (The Language Company)

위치 •찰스턴
•에드먼드
•포트웨인
•커크스빌
•올랜도
•사우스벤드
•톨레도
•웨더포드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며, 외국학생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다 가깝게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대학 내 컴퍼스에 위치
한 경우 대학의 모든 시설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
며, 대부분의 대학이 TLC 학생들도 대학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TLC 센터가 위치한 TLC 연계대학으로 조
건부입학도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평균 1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 운영

✓ 우수한 대학진학서비스 및 미국 전역의 많은 대학과 협력관계를 통해 조

건부입학 제공

✓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다양한 대학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미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미국의 운전면허 시험

미국의 운전면허는 차량국인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에서

취득이 가능해요. DMV는 예약 방문이 가능하지만 제가 예약할 시점에는 이

미 꽉 차서 한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학교에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당일에 줄을 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줄을 서고 입장

하면 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증명서류, i-94, 여권

이 필요해요.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면 번호표를 받게 되는 데요, 이때부터 무

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한국처럼 빨리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냥 여유를 가지고 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3시간 기다렸

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이후, 윈도우에 제 번호가 뜨면 시력검사와 시험 비용

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이 과정을 모두 끝내셨다면 필기시험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은 컴퓨터 또는 종이 시험 중 한가지를 택해서 볼 수

있고 한국어로도 시험이 가능해요! 저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어렵지 않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보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공부하신다

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얼바인 백재은 리포터



미국의 Tip 문화

저는 미국에 와서 가장 생소하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Tip 문

화였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선택이 아닌 거의 의무시 되는 이 Tip 문화를 외

국인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임금

을 받는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인제 굳이 내가 왜 거기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에 이 Tip 문화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납

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받

는 임금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히더라도 좋

은 여건의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주는 Tip으로 부수

적인 돈을 벌고 가끔은 이 팁이 기본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Tip을 주는 정도도 레스토랑, 택시, 미용, 바, 호텔 등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데요, 저도 너무 헷갈려서 적어도 레스토랑에서 얼만큼의 팁을 줄

것인지 저만의 방식을 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는 음식값의

10%~15%, 저녁에는 음식값의 20%~22%로 정했습니다. 혹여 어떤 음식

점의 경우에는 팁을 자신들이 임의로 정하여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계산 전에 본인 스스로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

르는게 당연하겠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저도 당연히 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고민

에 빠질 수도 있지만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틀랜드 강민아 리포터



홈스테이 or 아파트

어학연수를 처음 가게 되면 숙소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홈스테이를 하거나 아파트를 구해 사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

면 아파트가 홈스테이에 비해 비싸더라고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셰어하우스

로 아파트 한 곳에 2개의 방과 거실을 가지고 있어 한 방에 2명씩 룸메이트와

함께 써야 하거든요. 거기에 청소와 빨래, 음식까지 직접 해서 먹어야 하기 때

문에 만사가 귀찮은 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

는지 유학네트에서는 저에게 아주 좋은 홈스테이를 추천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아파트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파트에는 풀장이 2개

나 있어서 여름인 지금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매일 풀장에 가서 수영

을 하며 땀을 식히고 하루를 즐길 수 있으며 또 본인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친

구들을 불러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답니다. 가

장 큰 메리트는 학교와의 거리가 홈스테이의 절반 정도라는 것이죠. 



홈스테이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버스로 20분이면 갈 수 있고 걸어서 50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침잠 없고 귀찮음이 심한 저에게는 홈스테이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매주 화요일 홈스테이 맘은 빨래를 해줬고 매일매일 방 청소를 해줬으며 매일

아침저녁 저에게 맛있는 만찬을 제공해 주었답니다. 거기에 현지인들과 살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연습할 수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근데 사실 모든 홈스테이가 저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홈스테이를 잘

못 가게 되면 와이파이도 안 되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청결하지 못 한 공간에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학네트를 통해 최적의 공간으로 홈스테이

를 갈 수 있었답니다. 유학네트 짱짱!! 모든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제가 나가면 그곳으로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친구들도 엄청 많았을 정

도로 너무 좋은 최상의 곳이었어요.

로스엔젤레스 정안나 리포터



미국 학생비자 받는 법

미국은 유학•어학연수 선호도 1위의 나라이지만 학생비자를 발급받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운 나

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

는 말처럼 준비만 되어있다면 미국 학생비자도 근심할 것이 없다. 유학네트와

함께 미국 학생비자를 쉽게 준비해 보자.



미국 유학비자(F-1/M-1)

미국에서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나 정규 학업을 계획한다면 유학비자(F-

1/M-1)를 신청해야 한다. F-1 비자는 가장 흔한 미국 학생비자로 어학연수

및 일반 학부, 대학원과정 등이 해당되며 M-1 비자 역시 미국 학생비자로 기

술 습득을 위한 직업학교를 다니고자 할 때 신청해야 한다.

학교에 입학신청서를 보낸 뒤 등록 확인이 되면 입학허가서(I-20)를 수령하

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게 된다. 비

자는 우선 5년으로 받지만 입학허가서(I-20)상에 명시된 학업기간 동안만

미국 내 거주가 유효하므로 더 머물고자 한다면 학업 기간을 연장하여 비자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옮길 경우 트랜스퍼 절차를 거쳐 새

로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다시 받되 이전에 구입한 세비스 넘버

(SEVIS number)는 동일해야 한다.

✓ 학생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

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다.

✓ 입학허가서(I-20) 수령 후 SEVIS 비용과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 인터뷰 가능일과 시간을 예약하도록 한다.

✓ 입학허가서(I-20)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소요되므로 미

리 준비하도록 한다.



학생비자(F-1) 신청방법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비자 인터뷰 당일 신청자가 준비해 와야 하

며, 인터뷰 날짜 이전에는 그 어떤 서류도 대사관에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수속 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기면 입학허가서(I-20)를

다시 받아야 함은 물론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입학일을 변경하는 경

우 출국 전에 동일한 SEVIS 넘버를 가진 입학허가서(I-20) 또한 다시 받아

야 한다. 비자 준비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터뷰에서 한번 비자 거절을

당하면 재심사 시에도 비자 발급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처음 준비할

때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콜센터를 통한 예약 및 변경

서울 02)3483-1939, 한국 내 모든 지역

국번 없이 1666-2297.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준비서류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학생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시티은행을 통해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

• 본인의 DS-160 확인 페이지와 이메일 주소

• 미국 학교 입학허가서(I-20) 원본

•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재정서류 (잔고증명서 원본, 소득금액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신고서 등)

• 사진 1매

• 자세한 정보는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초용어 바로 알기

I-20란?

학교에서 발행되는 입학허가서인 I-20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I-20를 받아 미국에 가면 입국심사를 받을 때 이민국 직원이 I-

20에 입국 허가 번호를 기재하고 SEVIS 시스템에 학생의 입국 사실을 알리

게 된다. I-20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만일의 분실 위

험을 대비해 사본을 만들어 두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미국 유

학생 관리 시스템(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학업

을 목적으로 유학비자(F, M)와 문화교류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

국자의 신원을 이 SEVIS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학

생비자 신청자 또는 동반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을 통해 SEVIS에

등록된 소정의 양식(I-20)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동시에 각 신청자들은 SEVIS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양식을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본인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DS-160이란?

DS-160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온라인 비자 신청서 양식으로 모

든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인터뷰 2일 전

까지 제출해야 한다.



학생 & 직장인, 비자 준비 주의사항

I-94란?

해외 여행자가 미국 방문 시 기내에서 작성하는 흰색 입출국 신고서를 말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을 입국했다는 증빙서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출국 시에는 합

법적인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를

미리 작성해서 입국해야 했으나 지금은 이 과정 없이 바로 입국한 후 미국 세

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에서 I-94 전자증명서를 출력하여 여권/비자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학생

학생은 직장인에 비해 비자 발급 성공률이 높은 편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재

정상태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국내에서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

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내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잦은 휴학

을 했거나 자퇴를 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다만 과거에 성적이 안 좋았

다가 최근에 성적이 꾸준히 올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직장인

현재 연봉이 높다고 무조건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굳이 한국 내 교

육기관을 두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인터뷰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본인에 있으므로 생계를 중단하면서까지 유학

을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업 후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입증이 요구 된다. 미

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비자 거절 확률이 높으

므로 학교 선정을 잘 해야 한다.

I-20 구성

• 1페이지: 본인의 개인 정보, 학교 정보, 프로그램 정보 등

• 2페이지: 학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

• 3페이지: 학교 담당자가 학생의 여행이나 고용 등에 대한

• 내용이나 서명을 쓸 수 있는 공간



현명한 미국 라이프를 위한 조언

나라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이 있기 마련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을 따르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사람관계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는 생활예

절부터 알아두면 생활에 편리한 적응 팁까지.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문화!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모아봤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팁문화

레스토랑에 가면 팁문화 때문에 테이블마다 정해진 담당 웨이터가 있다. 그래

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자리 안내할 때 혹은 음료 주문 받을 때 담당웨이터가

자기 소개를 한다. 나중에 계산할 때 현금일 경우 팁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서

에 놓고 나오면 되고, 카드 계산 시 영수증에 서명할 때 원하는 만큼 팁을 쓰고

서명하면 된다. 참고로 패스트푸드점이나 교내 식당, 테이크 아웃점에서는 팁

을 줄 필요가 없다.

재채기

다른 사람 앞에서 재채기 하는 것은 실례! 부득이하게 재채기를 하게 될 경우

‘Excuse me’라고 양해를 구하고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라고

이야기해주는 센스!



저렴함에 속지 말라

가격표에 붙여진 가격 외에 지역(주)에 따라 다른 세금이 붙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다른 가격을 제시해도 놀라지 말라. 보통 세

금(Tax)은 7%이나, 주에 따라 다르므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가격이 달

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저렴한 쇼핑을 위해 오리건 주와 같이 세금이 없는

주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한다.

SNS 약어

친구들과 SNS 대화를 할 때 ‘축하’를 ‘ㅊㅋ’, ‘감사’를 ‘ㄱㅅ’와 같이 줄여서

쓰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약어를 많이 사용한다.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보자.

• Long time no see.(오랜만이야) → LTNS

• Oh, I see.(알았어) → OIC

• I have no idea.(모르겠어) → IHNI

• No problem.(문제없어) → NP

• Good luck.(행운을 빌어) → GL





CANADA



캐나다 국가 소개

수도 오타와(Ottawa)

화폐 캐나다달러(CAD)

면적 998만 4,670㎢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

언어 영어, 프랑스어

시차 Pacific(-17시간), Mountain(-16시간), Central(-15
시간), Eastern(-14시간), Atlantic(-13시간), 
Newfoundland(-12.5시간)로 나뉜다. 

태평양 표준시를 사용하는 밴쿠버를 기준으로 한국의 오전
10시는 밴쿠버의 전날 저녁 5시이며 썸머타임(4월 초~10
월 말)에는 저녁 6시이다.

인종 • 백인 77%
• 아시아인 14%
• 원주민 4%
• 흑인 3%
• 기타 2%

기후 밴쿠버
태평양과 인접하여 겨울에도 영하로 거의 내려가지 않으며
연중 온난한 날씨를 유지한다. 

캘거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꽤 춥다. 

토론토
10월부터 4월까지는 추운 겨울로 눈이 많이 내리며, 날씨
가 변화무쌍하므로 일기예보 확인은 필수다. 

빅토리아
캐나다에서 가장 날씨가 온화한 지역으로 적은 강우량, 많
은 일조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유학비자 종류 관광비자(無비자)
최대 6개월(180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
가 가능하다. 

학생비자
학교에 등록한 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비자
6개월 이상 전문과정 수강 시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
능, 방학기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2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40만원
= 약 26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미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미국식 영어 학
습이 가능하다.

• 학생비자 발급이 비교적 용이하며 관광비자 소지자가 6
개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TESOL, 인턴십 등)이 발달
했다.

•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범죄율이 낮아 초중고 유학지로도
인기가 많다.

단점 밴쿠버, 토론토 등 특정 지역에 어학연수생이 집중 분포되
어 있다.



추천 관광지 • 록키산맥
• 레이크 루이스
• 부차드 가든
• CN 타워
• 나이아가라 폭포
• 오카나간 호수
• 노트르담 성당 등



캐나다 주요 도시 소개

미국은 50개의 자치구와 한 개의 수도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는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지형을 비롯해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명하다. 동부와 서부를 횡

단하는 데만 비행기로 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넓은 영토에 ‘미국 속 유럽’이

라 불리는 LA,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프란시스코,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등등

도시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 동·서부를 대표하는 주요

도시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만나보자.



Vancouver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매년 거론되는 밴쿠버는 연중 온화한 날씨

속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대도시의 세련된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어학

연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도시이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토론토가

활기찬 대도시의 느낌이라면 밴쿠버는 여유로우면서도 차분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스키장 휘슬러가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미국 시

애틀과도 가까워 미국 서부 여행 또한 쉽게 즐길 수 있다. 다만 겨울에 비가 많

이 내리고 한국인 비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LS

•Euro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SI

•SSLC

•St Giles

•VanWest



Toronto

온타리오주 토론토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며 북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토론토는 오대호 중 하

나인 온타리오 호(Lake Ontario) 호반에 위치하여 미국 동부로의 접근이 용

이하다. 여름엔 장마가 없고 한국보다 더 더우며, 겨울은 한국보다 더 춥고 많

은 눈을 볼 수 있는 매우 뚜렷한 사계절을 갖고 있다. 토론토는 또 사시사철 다

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4대 영화제로 손꼽히

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9월에 이 곳에 머문다면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가장 발달한 대도시로 세계적인 대학이 즐비해 어학연수 및 유학

지로 인기가 많은 도시이다.

추천학교

•Connect

•EC Language Centres

•EF

•ELS

•Euro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SI

•SSLC



Montreal

퀘백주 몬트리올

몬트리올은 ‘북미의 파리’라 불릴 만큼 주민 대다수가 프랑스어와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다. 캐나다 속 유럽을 연상시키는 구시가지와 높은 빌딩이 즐비한

신시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조성하고 있다. 여름

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편이다. 비교적 한국인의 비율이

낮은 곳이다.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지만 한국인 비율이 걱정되는

학생,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을 찾는 학생에게 안성맞춤이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Calgary

알버타주 캘거리

‘슈퍼맨’, ‘배트맨’, ‘늑대와 춤을’ 등 다수 영화의 촬영지이자 198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지방세가 없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도시다. 록키 산맥의 영향으로 겨울에 눈이 자주 오고 건조한

기후다. 9~5월은 겨울, 6월은 봄, 7~8월은 여름이라고 할 만큼 날씨가 추운

편이므로 눈을 좋아하고 추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캘거리를 추천한다.

추천학교

GV



Kelowna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켈로나

커다란 오카나간 호수를 끼고 자리잡은 도시 켈로나는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동부 지역과 따뜻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밴쿠버의 중간 정도의 기후로 공부

하기에 더 알맞다. 켈로나가 위치한 오카나간 지역은 여름에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골프를 겨울에는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요트와 국제보트 경기, 와인 축제가 특히 유명하다.

추천학교

VanWest College



Victoria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관광도시로 밴쿠버와 기후가 비슷하나 강수량은 낮아

날씨가 매우 좋은 도시이다. 꽃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열려 정원의 도시(City 

of Garden)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담한 도시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도시명에서 느껴지듯 영국 느낌이 강한 곳이다.

추천학교

•EF

•SSLC



Ottawa

온타리오주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영국식 건축

물이 남아있다. 매년 5월 네덜란드에서 보내오는 튤립과 수선화로 도시를 아

름답게 장식하는 튤립 페스티벌이 유명하다. 동부 지역의 특성상 날씨가 춥고

타 지역에 비해 학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은 단점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점과 현지인 교육 및 문화 수준이 높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생

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추천학교

SC GEOS



캐나다 어학연수·유학, 
인기 비결은 따로 있었다!

어학연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이다.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아

무리 영어 실력 향상을 보장한다 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로 현지인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관대

하고 친절하다. 또 같은 북미 지역이라도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총기 및 마약

류 소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최저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학교와 다운타운을 상시로 순찰해 유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다.

안전하다

캐나다는 미국식 표준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미국인들처럼 흘려 발음하지 않

아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

다.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했고 프랑스어권 인구

외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가 많아 오래 전부터 언어 교수법이 발달했다. 지역

과 계층, 인종별로 다른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는 미국과 기존의 표준발음정책

을 포기하고 여러 발음을 용인하기 시작한 영국에 비해 캐나다는 알아듣기 쉽

고 말하기 편한 표준적인 영어를 사용해 영어 학습하기 좋다.

미국식 표준 영어를 쓴다



먼저 캐나다는 미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쉽게 미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또 캐나다 국내에도 산맥의 흐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스키장 ‘휘슬러

마운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인 ‘레이크 루이스’ 등 다양

한 관광지가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캐나다의 영어학교 중에

는 영어+스키/스노보드/서핑/골프 등 영어 과정과 레저 스포츠를 함께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이 많아 영어 학습과 더불어 적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어학연수 시장을 개척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프랑

스어와 영어를 공통으로 쓰는 퀘백주가 있어 일찍이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수법이 발달한 캐나다는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실용

적인 커리큘럼으로 유명하다. 캐나다의 영어학교들은 비즈니스 영어, 인턴십, 

테솔, 통번역을 비롯한 전문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에

마칠 수 있는 자격증 과정 또한 잘 개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남미 등

지에서 해마다 많은 유학생들이 어학연수와 인턴십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찾고 있다.

커리큘럼이 실용적이다



‘영어학교가 많다’는 사실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학교들끼리 서로 더 많은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함으로써 학비도 저렴하게 제시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

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 중 학비가 저렴한 편에 속하며 물가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영어권 국가 주요 대도시의 평균 수준으로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 조절이 가능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2019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안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

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GDP(국내총생산)와 최저 임금은 타국에

비하여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적지 않게 벌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지역사회는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어 혼자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이웃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모집일정

보통 1년 중 총 4,000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2015년까지는 선착순으로 선

발했으나, 2016년부터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 중 무작위로 선

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잦은 선발방식 변화로 추가 선발 시작일을 예상할

수 없어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페이지의 공고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비자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

면 해당 비자는 소멸된다.



자격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CA$2,500 이상)을 소지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자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해 최종 합격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한국인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필요서류 및 지원절차

1단계 : REFERENCE CODE 받기

캐나다 이민성의 Come to Canada 페이지로 들어가 국적 생년월일, 방문목

적 등을 입력한 후 Reference Code를 받는다. 코드는 영문 2자 + 숫자 10

자, 총 12자로 되어 있으며 향후 지원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따로 메모

를 해두자.

2단계 : GCKEY 계정 생성

캐나다 이민성의 My CIC페이지로 들어가 사용할 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본인확인 질문 및 답변 등 을 입력한 후 계정을 생성한다. 해당 정보는 꼭 캡처

또는 메모 해 두는 것이 좋다.



3단계 : PROFILE 작성&제출

캐나다 이민성의 My CIC페이지로 들어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계정생성 시 입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Reference Code를 입

력한다. 상세한 인적 사항과 서명을 완료하면 CIC 상에 내 지원서가 제출됐음

을 알리는 내역이 나타난다.

4단계 : INVITATION 메시지 수령

지원이 완료된 Profile 중 무작위로 선발을 하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Invitation 메시지를 수령하게 된다.

5단계 : 추가 서류 제출

메시지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20일 이내로 추가 서류제출

을 마무리 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추가 서류

•여권사본

•여권사진

•영문이력서

•신체검사확인서

•범죄기록회보서

•가족관계서류

※ 필요 서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FAQ

Q. 캐나다의 최저 임금은?

캐나다의 최저시급은 주마다 다르다.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12.65,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14이며, 가장 높은 곳은 알버타주로

$15 이다. 그러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부 가게들은 시급이 $10에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

Q.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 

Craigslist나 Job Bank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고 매장에

부착된 Wanted 공고를 보고 방문해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Q. 한국인 워홀러가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레스토랑, 카페, 호텔, 의류상점, 슈퍼마

켓, 한인식당/가게 등이 일반적이며 영어실력이 뛰어날 경우 사무직종도 가

능하다.

Q. 일자리 구하기 팁

이력서는 매니저에게 직접 전달하고, 미리 인터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자기 소개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등의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생각해두

자.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중

요하다.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용은?

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출국 전 준비 비용, 현지 생활비용, 정착을

위한 연수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일을 하며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출국 전 준비 비용 약 250만원

(항공권, 준비물품 구입, 보험 등)

생활비용 약 1,500만원(1년 체류 시/

집 렌트, 식사, 교통, 용돈, 여행 등)

어학연수 비용 약 350만원(3개월 연수 시)

※ 본 원고의 내용은 2018년 발표된 2019년 워킹홀리데이 모집 규정을 기

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

세 내용은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인턴십’바로 알기

캐나다에서는 전문대학 수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캐나다 인턴십! 지금부터 살펴보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조건

일반 영어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턴십이 불가하다. 그러나 영

어학교와 연계된 영어학교와 연계된 컬리지의 전문과정 내에 인턴십이나

co-op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무급 또는 유급의 인턴십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을 쌓고 해당 영어학교와 연계된 전문

대학(Career College 수준)의 전문과정(Certificate 또는 Diploma 레벨)

을 공부하며 인턴십을 할 수 있다.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의 차이

캐나다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킹홀리데이와 유사

해 보인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특정 시기(상/하반기 별도 공지)에 제한

된 인원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턴십은 학생비자를 발급 받고 해당 과

정을 등록한다면 누구나 유/무급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일반

적으로 레스토랑이나 상점, 카페 등에 업종이 국한된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인

턴십은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맞춰 캐나다 현지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추후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인턴십 기간 중 졸

업 후 근무할 수 있는 취업 제의(Job Offer)를 받는 경우 현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고 이민도 고려할 수 있다.



인턴십 및 CO-OP 추천학교 및 프로그램

학교명 과정명(학업기간) 인턴십 기간

ILAC 
International 

College

Service Essentials for Business 
Diploma (20주)

20주

Service Excellence for Business 
Diploma (24주)

24주

Communication & Service Essentials 
Diploma (30주)

30주

Business Administration Diploma 
(52주)

40주

Sales & Marketing Diploma (52주) 40주

Greystone 
College

Diploma in Business 
Communications (26주)

24주

Diploma i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6주)

24주

Certificate in Hospitality Skills (14주) 12주

Diploma in Customer Service (26주) 24주

Diploma in Hospitality Management 
(50주)

48주

Diploma in Hospitality Operations 
(26주)

24주

Diploma in Hospitality Sales and 
Marketing (26주)

24주

Vanwest
College

Business Management Diploma (32
주)

24주

Commerce and Marketing Diploma 
(48주)

48주

Professional Customer Service 
Certificate (16주)

16주



인턴십 및 CO-OP 추천학교 및 프로그램

학교명 과정명(학업기간) 인턴십 기간

Canadian 
College

Business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Business Management Diploma (36
주)

36주

Hospitality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Hospitality Management Diploma 
(48주)

48주

Trade Management Certificate (24주) 24주

International Trade Diploma (48주) 48주

IT(Information Technology) Diploma 
(48주)

48주

Project Management Diploma (48주) 48주

Social Media Marketing Diploma (48
주)

48주

※ 이외에도 다양한 인턴십 및 co-op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

한 사항은 담당 에듀플래너로부터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턴십 CO-OP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

성공 취업을 위한 특별한 스펙을 만들기

캐나다 직장 문화 체험 기회

유급 인턴십으로 유학 비용 절약

실속 있는 어학연수

영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 타파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Connect International School

위치 토론토

학교소개 15년 이상의 영어교육 노하우에 맞춰 교사들의 오랜 경력과 높
은 실력으로 우수한 커리큘럼 및 양질의 교육을 자랑하고 있다. 
소규모 클래스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에 집중하
여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에게 빠르게 영어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영어, 집중영어, 집중영어 플러스, 패스웨이 과
정 및 IELTS 전문과정 및 가족영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므로 개인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방과후 다양한 액티비티로 학생들 사이의 친화력 및 영어실력 향상 기회

✓ 컬리지와 연계되어 영어레벨 인정받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제공

✓ 실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영어 수업 (Real English to real life using 

real tools to learn)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학교소개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
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
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학업을 돕는 ‘EC 개런티’ 제도

✓ 회화, 발음, 문화 강좌 등 다양한 방과후 무료수업 제공

✓ 정기적인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 연수가 가능한 장기과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벤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S

위치 •밴쿠버
•토론토

학교소개 1961년 개교 이래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그 명성은 널리 알려
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650개 이상의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
고 있다. 12단계의 영어 레벨, 최첨단 언어 기술 센터, 다양한
시험 서비스 및 대학 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접근법과 학생의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을 통해 성
공을 보장한다. 상업적, 문화적, 금융의 도시 토론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밴쿠버에서 다양한 체
험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최고수준의 ELS교사진으로 학생 개개인이 최고의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제공

✓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위치

✓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ELS의 특별 한정판 교재와 자료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urocentres Canada

위치 •밴쿠버
•토론토

학교소개 British Council, ALTO, FIYRO의 회원교로 전세계 학생들에
게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Oxford 
International 그룹에 속해있다. 카페, 쇼핑센터를 비롯해 교
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Language Canada(캐나다 공식 사립 영어학교 관리협회) 인증

✓ 집중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리미어과정 제공

✓ IELTS 공식 시험센터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밴쿠버
•토론토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오랜 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교사진과 교육 노하우를 보유

✓ 연계대학으로 TOEFL 없이 진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밴쿠버
•토론토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
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
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
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
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실력의 교사진을 보유

✓ 비교적 소규모로 친근한 학습 분위기를 자랑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SLC (Sprott Shaw Language College)

위치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
•써리

학교소개 다운타운 중심가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쇼핑몰,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어 캐나다의 도시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필요한 과정들을 선택하는 맞춤 커리큘럼

✓ 방과 후 다양한 무료 수업을 제공

✓ 비즈니스, 통번역, 항공승무원 준비과정, 주니어 영어과정 등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t. Giles International

위치 밴쿠버

학교소개 195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St. Giles 영어학교는 미국
과 캐나다, 영국, 브라질 등의 주요 도시들에 7개의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육재단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처에서 제공된다.

이래서 추천!

✓ 저렴하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장기과정을 제공

✓ 학급당 최대 10명의 소규모 학급 구성으로 학생 중심의 우수한 교육을 제

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BC ELI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위치 밴쿠버

학교소개 세계 최고 40대 연구중심 대학인 UBC의 부설 영어연수 센터
ELI는 학생들이 빠르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의 별도 워
크샵과 강의, 체계화된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 향상의 극대화를
경험할 것이다. 젊고 활기찬 UBC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도우미
(Culture Assistant)들이 있어,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며, 
더 많은 영어사용 기회와 함께 캐나다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UBC 밴쿠버 캠퍼스에 위치하여 UBC의 도서관 및 시설 사용가능

✓ 세션당 커리큘럼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에 집중도 높으며 우수한 실력의

교사진

✓ Speak English Only 규정으로 모든 학생 영어사용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VanWest College

위치 •밴쿠버
•켈로나

학교소개 영어교육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여러 명문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
일까지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로 무료
회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추천!

✓ 밴쿠버 유일 BULATS(실무영어시험)과정 제공 및 시험 센터

✓ 캐나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특별한 교류로 현지 문화 체험 가능



캐나다,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캐나다 우체국 이용하기

저는 미국에 막상 해외에서 머물다 보니 SNS를 통해서나 메신저 어플을 통해

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보다는 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특별

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마자 바

로 엽서 보내기에 착수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엽서들을 작성한 후, 

집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도착해서

앞에 대기자만 6명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작은 규모라 직원 한 분이 일을 처

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약 15분 정도 서있었던 것 같아요.

엽서 작성방법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어요! 주소는 국가 칸에 South Korea

를 써주시고, 그 이외에는 한글로 작성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굳

이 홈스테이나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

만,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 되어있지 않다면 반송이 불가능하니 꼭 주소를 정

확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주소를 잘 작성하신 후에 직원분에게 국제 우표를

달라고 하셔서 붙이면 끝이랍니다. 참고로 국제 우표 가격은 한 장당 $2.65

예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비싸죠? 그래도 제 엽서를 받고 기뻐할 친구

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구매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엽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안되지만 분명 하

나의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밴쿠버 이수빈 리포터



캐나다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캐나다의 Thanksgiving Day는 매년 10월 두번째 주 월요일인데요, 이번

년도는 저희 홈스테이의 일정에 맞추느라 그 전주에 홈스테이 가족의 친척집

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홈스테이 가족의 친척들을 아무도 모르는 상

황이라 저녁 먹기 전까지 조금 어색했지만, 친척집에서 홈스테이 중인 학생들

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엄청 넓고

동물들도 많아서 놀랐었어요. 게다가 마당이 진짜 넓어서 아기들이 완전 고삐

가 풀린 듯이 뛰어 놀더라고요. 이런 점이 한국과는 참 다르구나라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칠면조 고기랑 햄 그리고 Bread Stuffing이라

고 불리는 빵을 각자 접시에 담아서 먹었고 디저트로는 펌킨 파이가 나왔습니

다. 작년에는 홈스테이 맘, 여동생 가족이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Thanksgiving Day를 보냈는데 이번 년도에는 제가 친척들을 모르는 관계

로 너무 소심하게 있었네요. 무척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생

긴다면 무조건 다가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을 엄청 챙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듯이, 캐나

다에서도 Thanks giving을 다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제 홈스테이는 친

척끼리 모여서 했지만, 가족끼리 간단히 저녁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밖

에서 외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새로운 문화고 경험이니

여러분들도 꼭 캐나다에서 Thanksgiving Day를 지내보시면 좋겠어요!

밴쿠버 김재균 리포터



캐나다의 대표 음식‘푸틴’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시면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전통음식을 먹어보

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대표 음식인 ‘푸틴’에 대해서 얘

기해드릴까 합니다. 푸틴은 캐나다 전통음식으로 퀘백 주에서 처음 먹기 시작

했다고 해요. 푸틴은 감자튀김에 그레이비소스와 치즈 등을 곁들인 음식으로

캐나다인들은 한끼 식사 또는 맥주 안주로 많이 찾는 음식이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봄에는 푸틴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곳에 도착해서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푸틴 맛집을 찾아가보았는데요, 

오리지널 버전도 있지만 베이컨, 야채 등 다양한 부재료를 선택할 수 있더라

고요. 저는 가장 보편적인 맛을 먹어보고 싶어서 오리지널로 시켰는데, 생각

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테이크 아웃을 해서 인

근 공원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나눠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

네요. 여러분들도 몬트리올에 오시게 된다면 꼭 푸틴을 드셔보세요!

몬트리올 이누리 통신원



캐나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정보

후회 없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려면, 캐나다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것

들과 꼭 둘러봐야 하는 곳들을 누려야 한다. 놓칠 수 없는 캐나다의 명물들을

모아봤다.

MUST HAVE ITEMS

석청

석청(Ice Honey)은 야생벌들이 산속 깊이 있는 바위틈에 집을 짓고 꿀을 저

장한 순수 야생 상태의 자연선 꿀로 고산지대 야생꿀은 일반꿀에 비해 면역력

이 월등히 뛰어나다. 또한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암효과, 피부미용, 숙취

해소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아이스와인

포도나무에서 서리를 맞아 자연 동결된 포도로 만든 디저트 와인으로 겨울 내

내 포도의 당분과 산도가 점점 농축돼 일반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영양제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다.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프로폴리스, 오메가3, 유산균 등 많은 영양제가 있다.

메이플시럽

메이플나무의 수액에서 채취하여 만든 천연재료로 프랜시스 케이스 저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재료 1001」에 해당된다.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

고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도 낮아서 섭취에 큰 부담이 없다. 또

한 포도당과 자당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누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 좋다.



HOT PLACES

록키산맥

북아메리카 서부에 남북으로 뻗은 대산맥으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에서 미국의 뉴 멕시코주까지 걸쳐있다. 록키산맥의 밴프(Banff)는 지오그

래픽 트래블러가 선정한 2017년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21에 선정되었다.

휘슬러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키장이 위치해 있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

픽이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세계 3대 스키장 중 하나로 200개가 넘는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며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 보드

를 즐길 수 있는 겨울에 특히 매력적인 곳이다.

퀘백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많이 알려졌으며,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린다. 도시 곳곳에서 프랑스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화 같은 퀘백 시티는 퀘

백 주의 주도이자 도시 전체가 1985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이다.

나이아가라폭포

세계 3대 폭포(이과수폭포, 빅토리아폭포, 나이아가라폭포)로 캐나다 원주

민 말로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는 뜻을 지녔다. 실제로 나이아가라 근처에

만 가도 우렁찬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물론, 뿌연 안개가 비처럼 쏟아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나이아가라 폭포를 최대

한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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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소개

수도 런던(London)

화폐 파운드(GBP)

면적 243,610㎢

언어 영어

시차 한국보다 9시간이 늦어 한국의 오전 10시는 영국의 새벽 1
시이며 썸머타임(3월 말~10월 말)에는 새벽 2시이다.

인종 • 백인 92.1%
• 흑인 2%
• 인도인 1.8%
• 파키스탄인 1.3%
• 혼혈 1.2%
• 기타 1.6%

기후 • 한국에 비해 겨울에 습하지만 덜 춥고 여름에는 덜 더운
편으로 안개가 많고 비도 자주 내린다. 

• 봄과 가을은 8~12°C 정도이며 여름은 14~30°C 정도
인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 겨울은 -1~5°C로 그리 춥지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

유학비자 종류 Short-term Study Visa
최대 11개월간 어학연수가 가능하다.(6개월 이하 / 6개월
~11개월 이하로 구분) 

GSV(학생비자)
등록한 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YMS(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1,000명을 모집한다.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2
년 간 교육기관의 종류와 기간 상관 없이 자유롭게 학업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비자
불가(정규 대학과정 이상 수강자에 한해 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YMS)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5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50만원
= 약 30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 일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영어의 종주국으로 정통 영어를 배울 수 있다. 
• 인접한 유럽 국가를 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다. 
• 영어권 국가 중 한국인 비율이 낮으며 지리적 특징으로

유럽 학생 비율이 높다. 
• 교육 커리큘럼의 수준이 높으며 중소 도시 선택의 폭이

넓다.

단점 날씨가 변덕스럽다.

추천 관광지 • 트라팔가 광장
• 웨스트민스터 사원
• 버킹엄 궁전
• 빅벤
• 대영 박물관
• 하이드 파크
• 세인트 폴 성당
• 타워 브릿지 등



영국 주요 도시 소개



Manchester

잉글랜드 그레이터맨체스터 특별도시주 맨체스터

박지성 선수가 몸 담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이다. 

교통의 중심지로 잉글랜드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고 주말을 이

용해 스코틀랜드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다. 문화, 예술, 스포츠를 고루 즐기기

에 알맞은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물가는 런던에 비해 저렴해 중소도시

중에서도 단조롭지 않은 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추천학교

•BSC

•EC English Language Centres

•EF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Torbay

잉글랜드 데본주 토베이

해변 휴양지이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페인턴, 토키, 브릭섬 등 세

도시가 토베이에 속해있다. 런던에서 약 3시간 거리로 전형적인 영국의 모습

이면서도 프랑스 남부지역 같은 느낌을 주며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다.

추천학교

LAL Language Centres



Bath

잉글랜드 에이번주 바스

영국에서 유일하게 자연 온천수가 발생하는 온천 도시로 2천년 전 로마인들

이 지은 신전과 공중 목욕탕이 남아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아름다운 역사 도시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온화한 날씨

를 자랑한다.

추천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ondon

잉글랜드 런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영국의 수도로서 수목이 울창하고 휴식공간이 많

아 대도시임에도 삭막함이 덜한 편이다.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손꼽히며 전세계 금융, 관광, 교육, 쇼핑의 중심지로 국제도시에서 다양한 경

험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영어학교가 경쟁하듯 위치해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

는 장점이 있다.

추천학교

•BSC

•EC Language Centres

•EF

•Eurocentres

•IH London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LAL

•LSI

•OIES

•St Giles



Bournemouth

잉글랜드 도싯주 본머스

영국인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인 본머스는 브라이튼

과 함께 영국인들에게 사랑 받는 여름의 피서지, 겨울의 피한지로 대표적인

해안 휴양지이다. 바닷가에는 8km에 달하는 모래사장이 운치를 더한다. 여

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한여름 최고 기온이 28도 정도로 무덥지 않은 편

이다. 도시 규모에 비해 영어학교가 많아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프로그램 선

택이 가능하다.

추천학교

•Anglo-Continental

•EF

•Euro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MLS



Oxford

잉글랜드 옥스포드셔주 옥스포드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하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 도시

다. 영화 ‘해리포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옥스포드는 사실 생각보다 작은 지방

도시이다. 하지만 대학 특유의 활기가 가득해 지루하지 않은 도시로 전체 인

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우

러져 있다.

추천학교

•BSC

•EC Language Centres

•EF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Kings Education

•OIES



Cambridge

잉글랜드 캠브리지셔주 캠브리지

캠브리지는 아름다운 중세시대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 8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University of Cambridge가 위치

하고 있다. 런던에 비해 저렴하지만 타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비싼

편이며 홈스테이의 퀄리티가 높고 우수한 영어학교가 다수 위치해 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uro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SI



Bristol

잉글랜드 에이번주 브리스톨

유서 깊은 해양 도시로 흥겨운 관광명소가 즐비하고 요트 대회부터 열기구 쇼

까지 1년 내내 이벤트와 축제가 가득하다. 젊은 층 인구가 많아 펍이나 극장, 

레스토랑, 클럽 등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띤다. 지방이지만 물가는 다소 비싼

편이다. 햇볕이 좋고 겨울도 따뜻하지만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astbourne

잉글랜드 이스트서식스주 이스트본

‘작은 브라이튼’이라고 불리는 이스트본은 다른 휴양지와 달리 카지노나 기타

유흥시설이 없어 안전하고 낭만적이며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 브라이튼이 젊

음의 도시라면 이스트본은 노년층이 많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띤다. 

정년퇴임 후 조용히 실버 라이프를 즐기는 노년층이 많아 사람들이 친절하고, 

쉽게 말을 걸어준다.

추천학교

•EF

•ELC

•St Giles



Brighton

잉글랜드 이스트서식스주 브라이튼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휴양 도시로 런던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일자리

가 많아 영국 워홀러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런던보다 물가가 저렴하고

한적한 곳에서 영국식 표준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브라이튼을 강력

히 추천한다.

추천학교

•BSC

•EC Language Centres

•EF

•Eurocentres

•Kings Education

•LSI

•OIES

•St Giles



Torquay

잉글랜드 데본주 토키

아가사 크리스티의 고향으로 여왕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이다. 왕족들이 여름

휴양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도시이자 환경이 좋아 요양차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뜻한 기후, 깨끗한 금빛 해변, 열대 야자수 산책길 덕분에 영국 최고

의 해안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며 한국인이 매우 적어 어학연수를 위해서

도 매력적인 곳이다.

추천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Edinburgh

스코틀랜드 로디언주 에딘버러

12세기 에딘버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일체감, 독립심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이다. 일

반적인 영국의 기후처럼 예측 불가한 날씨로 기온은 연중 온화한 편이지만 부

슬비가 많이 내리고 흐린 날이 많다.

추천학교

•BSC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영국에서 영어를 배워야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경제적, 문화적으

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식 영어’를 영어의 표준

으로 생각하고 ‘영국식 영어’를 영국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사실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보다 훨씬 보편적이다.

실제로 미국식 영어 사용 인구가 전 세계 약 2억 4천명 정도인 것에 반해 영국

식 영어 사용 인구는 약 10억 명에 달한다. 영국식 영어 사용자가 미국식 영어

사용자의 4배가 넘는 것. 이는 현재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청하며 전 세계

적의 정치, 군사,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무관하게 과거 영국이 세계의

1/4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정책적으로 영국식 영어를 교육했던 역사에 기인

한다. 그 결과 영국 외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남아시아, 인도, 몰타,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홍콩 등지에서 미국식이 아닌

영국식 영어가 쓰이고 있다.

영어보다 더 보편적인 ‘영국식 영어’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에 대해 구분

을 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터. 문법과 억양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

만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곳도 다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식 언어인

'영국식 영어'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에서는 ‘영국식 영어’가 다소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보

면 부드럽게 굴려 연음으로 발음하는 미국식 영어보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

음하는 영국식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제올림픽위원회, 북대서양 조약

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 주요 단체들도 ‘영국식 영어’를

표준 영어로 채용하고 있다. ‘영국식 영어’가 미국식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

은 ‘영국 연방’이라는 특별한 제도 때문이다. 영국은 과거 영국제국 내 식민지

에서 독립한 나라의 대부분과 영국 연방(British Commonwealth)을 조직

했다. 영국 연방은 영국 본국과 대등한 위치의 주권국가들의 집합체이며 영국

과는 각각 특수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현재까지 54개국이 영국연방에 가입

돼 있으니 아직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적 표준 영어인 ‘영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는 시제나 동사, 전치사 사용 등 문법에서 약간

의 차이를 보이며 어휘도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영국식 영어에서는 ‘팀

(Team)’을 복수로 다루는데 반해 미국식 영어에서는 단수로 취급한다. 승강

기는 영국식으로는 ‘Lift’이고 미국식으로는 ‘Elevator’다. 자동차 보닛은 영

국식으로는 ‘Bonnet’이고 미국식으로는 ‘Hood’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두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다만 영국식 영어가 ‘영어의 본

고장’인 영국의 본토 영어이고 세계인이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

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꾸준히 영어를 가르쳐 온 결과

영어 교습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와 전통을 쌓을 수 있었고 그만큼 수업의 질

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진수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 더 다양한 세

계인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

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국식 영어’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종주국 본토 언어인 ‘영국식 영어’



Cambridge & IELTS 필승 전략

공인 영어시험 점수는 취업 시 서류 심사 또는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한 사전 조

건으로 요구되는 영어 실력 확인의 척도다. TOEIC, TOEFL, TEPS, 

Speaking 등 다양한 공인 영어시험이 존재하는데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높

아도 외국인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는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평가하는 IELTS 시험이 새로운 영

어 실력 확인의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럽과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Cambridge 시험은 한 번 받은 성적이 평생

인정되므로 국내에서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공인 영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준비과정’은 점차 어학연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Cambridge & IELTS

Cambridge 시험이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개발한 시험으로

PET부터 FCE, CAE, CPE 등 레벨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시험을 선택

하여 치를 수 있다. IELTS의 네 가지 시험 영역(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외에 Use of English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으며 이는

두 명의 학생이 짝을 이루어 감독관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 그 안

에서 실수를 체크하여 점수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IELTS 시험이란?

IELTS 시험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cademic 

Module과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General Training 

Module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Listening, Reading, Writing, 

WritingSpeaking의 네 가지 영역의 실력을 테스트한다. Listening은 일상

대화와 학술회의에서의 강연 등 전문적 내용의 지문이 함께 나오며

Speaking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원어민 시험관과의 1:1 인터뷰를

통해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답변을 외워서 대

답하는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시험으로 ‘진짜’

영어회화 실력을 확인 받을 수 있다. Reading의 경우 Academic Module은

잡지나 저널에서 발췌한 고급 지문인 반면 General Module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된다. 끝으로 Writing 시험은 두 모듈 모두 공통적으로 에

세이 문제가 출제되며 도표 묘사와 편지 쓰기에서 시험의 성격이 나뉜다.

IELTS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반면 Cambridge 시험은 보다 실용

적이고 무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현지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Cambridge와 IELTS 모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영어의 종주국인 영

국은 가장 오랜 기간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노하우를 축적해 온 나라

이다. 특히 유럽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두 시험은 아시아보다 유럽 등지에

서 더욱 인정 받고 있는데 유럽 학생들은 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을 선

택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고급 영어로 인정 받는 영국식 영어를 공부하고

직접 영국식 공인 영어시험으로 실력을 인증 받기 위해서다.

✓ 두 세계적 공인 영어 시험의 출발지인 영국에서 직접 교육받는 기회

✓ 영국식 교육 스타일에 따른 학업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 시험까지 실시

✓ 깊이 있는 영어 교육으로 같은 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실력 향상 가능

✓ (지리적 조건으로) 유럽 학생 비율이 높고 한국인은 적은 편

✓ 저렴하고 손쉬운 유럽 여행 가능

✓ 영국 대부분의 영어학교에서 Cambridge와 IELTS 시험준비과정 제공

✓ 수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레벨을 공부하므로 시험준비과정 상시 운영

Cambridge IELTS

연 3~4회 시험 실시 월 2~4회 시험 실시

유학, 해외취업, 외국계기업 취업 희
망자 대상

유학 및 이민 희망자 대상

영역별 등급 표시(6개 등급) 총점과 영역별 점수 표시(9.0 만점)

평생 유효 2년간 유효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Use of English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은 영어 실력 향상은 기본, 남들과 다른

경험과 전문화된 기술 등을 전수하는 특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Kings 

Education 영어플러스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부터 디자인, 법률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심사에 맞는 전문과정을 마스터하자.

English Plus Business and Finance

영어 플러스 비즈니스 & 금융 과정

해외 기업 또는 금융, 증권, 회계 등 비즈니스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

생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이다. 경영학, 경제학 또는 회계학 전공 학생들이 생

활 영어와 더불어 전문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취업 스펙을 가질 수 있다.

제공센터 •런던(London)
•본머스(Bournemouth)

과정기간 2주 이상

수업시간 주 28교시(일반영어 20교시 + 비즈니스 & 재무 8교시 + 
개별 프로젝트 6시간)

입학조건 중하급(Lower Intermediate) 이상



영어실력 향상

독해, 작문, 구술, 문법 등 영어의 전 영역을 고루 섭렵하며 비즈니스와 금융

관련 용어 및 보고서 작성법, 영어 PPT 구성방법과 발표 스킬 등을 배울 수 있

다.

비즈니스 전문영어

매주 8교시의 비즈니스 수업을 통해 비즈니스 매너와 그룹 토론, 사례 연구

등을 다룬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케이스 스터디가 주를 이루므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

런던의 기업 방문

매달 격주로 런던의 주요 기업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실제 업무 현장을 둘러

보고 런던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실무에 사용되는 용어를 배

울 수 있다. 해당 기업의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기업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젝트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특별

한 경험으로 이력서의 한 부분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다.



English Plus Art and Design

영어 플러스 아트&디자인 과정

영어를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단순히 스케

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추천하는 과정이다. 수업 이외

에 매주 최소 6시간은 아트 스튜디오에서 개인 과제에 전념하게 된다.

제공센터 •런던(London)
•옥스포드(Oxford)

과정기간 2주 이상

수업시간 주 28교시(일반영어 20교시 + 아트 & 디자인 8교시 + 개
별 프로젝트 6시간)

입학조건 초급(Elementary) 이상

영어실력 향상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단어, 발음 등 영어의 전 영역을 고루고루 공

부할 수 있다.

아트 & 디자인 기술 습득

매주 8교시의 아트 & 디자인 수업을 통해 드로잉, 페인팅, 패션/텍스타일, 

3D 디자인 등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

Kings 아트 스튜디오 사용

옥스포드 성 요셉 캠퍼스와 런던의 주 교육관에 위치해 있는 아트 스튜디오는

밝고 넓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유화와 데생, 모형 제작 수업에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 아트 스튜디오에서 전문 아트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자유

시간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전통과 문화 체험은 기본, 비용절감까지!

영국 중소도시 실속 어학연수

나라마다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에는 최첨단, 최신식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기 마련. 반

면 중소도시에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매력적인 중소도시

를 소개한다.



Brighton

영국 왕족의 휴양지 브라이튼

예로부터 브라이튼은 원래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19세기 초 국왕이 별궁을

지은 이후 휴양지로 발전했다고 한다. 런던 빅토리아 역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히드로 공항에서는 차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런던 및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런던에

못지 않을 만큼 다양한 영어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대학이 위치해 젊

은 학생들이 많고, 런던과 근거리에 위치해 방언의 색을 거의 띠지 않아 최고

의 어학연수지로 손색이 없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지만 큰 추위나 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

며, 해변에는 산책로나 수족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휴

식처가 된다. 철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잡는데 프린

지 축제(5월), 게이 퍼레이드(8월), 좀비 퍼레이드(10월), 불꽃축제(11월), 

등불 축제(12월) 등 볼거리 또한 가득한 도시이다.

공부는 여기에서!

Oxford International English Schools

OIES 브라이튼 센터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여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 등 훌륭한 경관을 자랑한다. 영어 및 휴양을 즐기기 위해 브라이튼을 선

택한 유럽 학생이 많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며, 휴양도시

특유의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학교에도 반영되어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이다.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동시에 시내 중심의

편리함도 함께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고 바다를 좋아한

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있을까.



Bournemouth

정원 속에 만들어진 도시 본머스

본머스는 런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의 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

다. 영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중 하나로 10km가 넘는 황금빛 모래

사장, 아름다운 공원, 깨끗한 공기와 충분한 일조량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이

은퇴한 후 본머스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고 있다. 본머스는 이렇듯 이름난 관

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저렴하여 영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

꼽히는데 생활비가 런던에 비해 20~30% 저렴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보

나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므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공부는 여기에서!

Anglo-Continental

Anglo-Continental은 런던 다음으로 영어학교가 많은 본머스에 생긴 최초

의 영어학교이다. 60년 이상의 풍부한 영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게 꼭 필요한 교과과정+선택수업+무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알짜 학교이다. 

공식 TOEIC, TOEFL 시험센터로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건물에 잔디 공원, 교내 카페테리아와 대형 시

청각실, 이탈리안 주방장이 있는 식당 등 최고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Torbay

영국의 리베라 토베이

대서양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이자 사랑 받는 해변 휴양지인 토베이는 아름답

고 신나는 관광 도시 페인턴(Paignton)과 낚시로 유명한 어촌 마을 브릭섬

(Brixham), 우아한 풍경의 토베이 메인 도시 토키(Torquay)로 이루어져있

다. 절벽, 긴 모래사장, 야자수 등이 어우러진 장엄한 해안 절경과 해안가에

위치한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지중해를 느끼게 한다.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매력적인 토베이는 런던에서 기차나 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브리스톨(Bristol)이나 엑시터(Exeter), 플리머스

(Plymouth) 등의 공항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공부는 여기에서!

LAL Language Centres

1981년 개교한 LAL 토베이 센터는 페인턴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 조용하

면서도 해안가라는 지역적 특성상 연중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전

체 규모가 750명으로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가 큰 편이다. 다른

영국의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영어과정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는 12명이며, 프리미엄 과정은

최대 6명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므로 보다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Anglo-Continental

위치 본머스

학교소개 본머스 최초의 영어학교로 풍부한 교육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과정, 선택수업, 무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알짜
학교이다. 특히 학생 레스토랑과 영화를 볼 수 있는 대강당은 학
교 생활에 활기를 불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영어공부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인 대학진학준비과정
과 장기영어과정이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래서 추천!

✓ 경제적인 학비와 물가의 실속파 영어학교

✓ 최대 1,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 최상의 학습시설(College 수

준) 보유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Bell International

위치 •런던
•캠브리지

학교소개 편안한 환경의 교실, 다양한 참고서적을 구비한 도서관, 멀티미
디어 센터, 컴퓨터실 등은 영국 최고의 시설이라는 찬사를 듣는
다. 유럽과 아랍의 상류층들이 많이 와서 ‘귀족학교’라고 불리
기도 하다. 해마다 BELL의 소문을 들은 전세계 120여개국 학
생들이 몰려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영어학교다.

이래서 추천!

✓ 넓은 정원과 대규모 도서관 등 뛰어난 학생시설

✓ 풋볼, 테니스, 발리볼, 농구, 당구, 에어로빅, 스쿼시, 골프, 승마 등의 각

종 스포츠 및 특별활동 제공

✓ 소규모 그룹 수업을 지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British Study Centres

위치 •런던(센트럴, 햄스테드)
•옥스포드
•브라이튼
•맨체스터
•요크
•에딘버러

학교소개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보유한 단일학교로 2010, 2012
년 ST Star Awards에서 유럽 최고의 영어학교상을 수상할 정
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래서 추천!

✓ 매주 치르는 시험과 정기적인 1:1 튜터링으로 철저하게 학업관리

✓ 영어와 취미를 접목한 영어+요리/서핑 과정과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영어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런던
•캠브리지
•브라이튼
•브리스톨
•옥스포드
•맨체스터

학교소개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
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
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영국, 몰타 센터 이동이 가능한 2개국 연계과정 제공

✓ 유학네트 학생들만을 위한 ‘프리미어 영어과정(일반영어+일대일영어)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런던
•캠브리지
•브라이튼
•옥스포드
•맨체스터
•브리스톨
•본머스
•이스트본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nglish Language Centre

위치 •브라이튼
•이스트본

학교소개 1962년 자선교육재단에 의해 설립된 ELC는 영리 추구가 아닌
오직 최고의 영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 영어학교이다. 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다
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학업한다.

이래서 추천!

✓ 비영리 교육재단에서 운영하여 학교의 모든 수익을 학생을 위해 재투자

✓ 생활비가 저렴한 아름다운 해변도시인 브라이튼 & 이스트본에 위치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urocentres

위치 •런던(센트럴, 엘섬)
•캠브리지
•브라이튼
•본머스

학교소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어학교육 재단으로 특히 유럽에
널리 알려져 유럽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영국의 명문 영
어교육기관 협회인 EAQUALS의 멤버이기도 하다. 90여 개국
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적 교육 환경을 자랑하며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인 Eurocentres

Success System

✓ 스포츠 및 문화 수업을 통한 영어능력 활용 기회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IH London

위치 런던

학교소개 최적의 위치, 우수한 교사진,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국제적인 비
즈니스 도시 런던에서의 직장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 최
상의 조건을 구비한 명문학교이다. 또한 첨단시설을 갖추고 다
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수업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경험과 빠른 영어실력 향상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런던 최대 규모의 학교 중 하나

✓ 영어교재 베스트 셀러인 Headway, Cutting Edge 저자가 교사로 재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INTO

위치 •벨파스트
•첼트넘
•엑시터
•글라스고
•런던
•맨체스터
•뉴카슬
•노르위치
•스털링

학교소개 INTO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학부설 영어학교로 우수한 교
육 품질의 영국 대학진학 예비과정 및 영어연수를 제공하고 있
다. 전 세계의 명문대학들에서 최상의 교육과 교육시설, 문화경
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빠르게 원하는 학업 목표를 이룰 수 있
도록 기여하고 있다. 대학에서 직접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 등을
관리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대학 캠퍼스에서 현지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학업하며 다양한 활동 통해

현지 학생 및 국제 학생들과 융합

✓ 다양한 공연 및 현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생 동아리(Student 

Union) 활동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런던(코벤트 가든, 레스터 스퀘어)
•본머스
•옥스포드
•캠브리지
•맨체스터
•에딘버러
•바스
•토키
•리버풀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높은 공인 자격증 취득율 & 시험합격률

✓ 세계 여러 나라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ings Education

위치 •런던
•본머스
•옥스포드
•브라이튼

학교소개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영어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세
심한 배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강기간에
상관없이 집중적이고 세심한 학생 케어를 제공하며 최적의 학
습환경에서 수준 높은 영어과정을 제공한다.

이래서 추천!

✓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영어 플러스 과정 제공

✓ 영어과정 뿐 아니라 A-level, 학비예비과정, 인턴십 등 다양한 과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AL Language Centres

위치 •런던
•토베이

학교소개 영국뿐 아니라 미국,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다국적 영어학교이다. 균형 잡힌 국적비율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소규모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CELTA/DELTA 공식 지정 센터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영국인들이 공부하

는 장소

✓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기숙사 이용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런던(센트럴, 햄스테드, 일링)
•캠브리지
•브라이튼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
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
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
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
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영국문화원, English UK 등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 인증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

을 자랑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OIES (Oxford International English Schools)

위치 •런던 그리니치
•브라이튼
•옥스포드

학교소개 저렴한 비용과 높은 학업 성취도, 친근한 학교 분위기, 수준 높
은 교사진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일반영어과정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 비즈니스영어, 영어교사양상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학생 상담 교직원이 상주하여 확실한 학생 관리

✓ 주기적인 레벨 테스트와 피드백으로 학생들 스스로 실력 향상 확인 가능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인증, 국제 어학원 협회(ALTO), 국제 청

소년 여행 단체 연맹(FIYTO) 회원교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t. Giles International

위치 •런던(센트럴, 하이게이트)
•캠브리지
•브라이튼
•이스트본

학교소개 1955년 설립되어 오랜 전통과 명성을 보유한 명문영어학교로
센터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며, 다양한 흥미거리가 도
처에서 제공된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 제공하는 친절한 서비스
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학생서비스 그리고 학비가 보장되는 인증
된 교육기관이다.

이래서 추천!

✓ 학급당 최대 5명의 학생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플래티넘 영어과정

을 운영

✓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학비로 학업이 가능



What do you mean?

그 단어, 도대체 무슨 뜻이니?

유학이나 어학연수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인과 대화할 기회가 자주 생기곤 한

다. 분명 어느 정도 영어를 마스터했다 생각했는데, 실제 대화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이야기해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유

행어처럼 통용되는 슬랭 때문인 경우가 많다. 현재 각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

는 슬랭들을 알아두면 현지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터. 각 나라, 

그중에서도 미국 & 영국 & 캐나다 & 호주의 대표 슬랭들을 모아봤다.

슬랭의 천국,

미국에서 맛보는 다양한 단어들

▶ What's up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국어로는 ‘뭐해?’ 정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안녕’, ‘별일 없니?’, ‘반가워’ 등 의미

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 Hey, what's up? / Not much man.

▶ Chill (out)

Chill out은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한다. out을 빼고 Chill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침착해’라고 말할 때 ‘Chill!’ 또는 ‘Chill out’이라고

표현하기도. : We are just chilling (out). Do you want to come 

around?



▶ Dunno

Dunno는 ‘I don't know’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미국식 영어 표현 중에

는 최대한 짧게 또는 빠르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슬랭이 많은데, Dunno

역시 그 중 하나. a little bit을 a bit이라고 하는 등 문자를 보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 Dunno, she's always late!

▶ Be sick

흔히 Sick하면 감기에 걸리는 등 몸이 아프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미

국 영어 슬랭 표현에서 Sick은 ‘미쳤다’, ‘대박’, ‘최고다’ 등의 표현으로 쓰여

진다. 

: You missed a sick party last night!

▶ Busted

Busted는 한국어로 ‘잡혔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

다가 또는 들켜서는 안될 것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잡힌 것을 의미한

다. 경찰에게 잡히거나 부모님에게 들켰다 등의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한국

어로 “나 망했어” 역시 “I am so busted.”로 표현할 수 있다. 

: Did you hear that Sam got dusted speeding the other day?



슬랭도 격식 있게!

영국의 색다른 슬랭들

▶ Not my cup of tea

한국어로 표현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무언가를 정

중히 거절할 때 ‘No’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신사의 나라 영국, 티

를 즐기는 영국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슬랭이다.

: I am afraid that it is not my cup of tea.

▶ INNIT?

영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지겹게 들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INNIT일 것. 

이는 영어로 무언가를 반문할 때 쓰는 ‘Isn't it?’의 줄임말이다. 최근엔 이 의

미가 확대되어 ‘aren't you?’, ‘aren't I?’ 등 모든 문장 끝에 반문을 하는 표

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Yeah, it's one of them, INNIT mate?

▶ Fit

‘예쁘다’, ‘잘생겼다’, ‘매력적인’, ‘섹시한’ 등 훈남훈녀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미국식으로 하면 ‘hot’이란 표현과 유사한 단어.

: He looks fit.

▶ Bloody

영국에서 매우 흔한 슬랭 중 하나이다. 영화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도 하다. 놀라움을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 Bloody awful!

▶ I’m gutted / I feel gutted

원래 to gut 동사의 의미는 ‘생선의 내장을 뽑아내다’라는 뜻이다. 몸 속에 공

허함 밖에 안 남는다는 의미의 ‘완전 실망했어’, ‘처참한 기분이다’, ‘탈탈 털

린 기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슬랭이다. 

: Didn’t you feel gutted when you failed your driving test?



생활 깊숙이 파고든 생활밀착형

캐나다 슬랭들

▶ Eh?

미국식 영어에서는 흔히 ‘Huh’라고 발음한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Don't 

you agree?’ 정도로 해석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며, 특히 캐나

다 북부 지방의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 This stake is really good eh?

▶ Double-double

Double-double은 커피에 들어가는 두 개의 크림과 두 개의 설탕을 뜻한다. 

캐나다의 유명한 커피 전문점인 Tim Hortons에서 광고 문구로 이용하면서

큰 유행을 탄 단어이다. 

: I stayed up till 3am at the Welcome Home Party; I desperately 

need a double-double.

▶ Pop

Pop은 한국에서 탄산음료, 미국에서는 Soda로 통한다. 캐나다에서 Soda라

고 예기하면 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게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길.

: I could use a cool refreshing pop right now - Sprite, Coke or 

Pepsi - anything that will rev me up during the breaks.

▶ Knapsack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가방은 영어로는 쉽게 Back Pack이라고 쓰인다. 캐

나다 슬랭으로는 Knapsack 또는 Book bag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Knapsack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Did you check out the TED gift Bag? It is a knapsack that glows 

in the dark and has hundred pockets.



영국,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숙소 전격 비교‘홈스테이 vs 플랏’

영국으로 연수 또는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숙소인

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장 보편적인 숙소인 ‘홈스테이’와 ‘플랏

(Plot)’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홈스테이의 장점은 집에서도 끊임없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저를 케어해 준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또한

진정한 영국 생활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온 케이스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홈스테이 집에 살

면서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했어요. 홈맘이랑 대디랑 주말에 와인이나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인생 얘기, 결혼 얘기 등 많은 이야기를 진솔하

게 할 수 있었어요.



홈스테이의 단점은, 아무래도 주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예요. 

제가 5개월 넘게 있으면서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김치인데, 김치는 정말 보

관하기도 힘들고 홈스테이 가족들이 냄새가 강한 음식을 싫어하더라고요. 주

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말 간단한 음식만 해먹을 수 있고 개인 음식은 보

관이 힘들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반면에 플랏(Plot)은 한국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고향의 맛이 생각날 때 바로바로 요리해서 먹

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담없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단점

으로는, 플랏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 자취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는 점이예요.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지낼 때보다 살짝 게을러 지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

도 홈스테이에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좋은 가족들을 만나면 그냥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된 것 같이 생활해 볼 수 있으니까요!

브라이튼 이선민 리포터



영국의 카드 문화

영국은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카드를 정말 많이 주고받아요. 제가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

홈스테이 호스트한테 카드를 받았었는요. 저는 처음 와서 특별히 환영의 의미

로 주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영국은 사소한 일에도 카드를 많이 주고 받더

라구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영국에는 카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엄

청 많아요. 어디에서나 카드를 쉽게 살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쉽게 카드 매장

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매장에 가보면 생일, 크리스마스, 새해, 결혼, 약혼 등 이

벤트 별로 세분화 되어있고, 엄마, 아빠, 딸, 아들, 친구, 연인, 동료 심지어 이

웃에게 보내는 카드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친구들 또는 가족에게 카드를 쓸 때 하고싶은 말을 길게 쓰는 편인데, 영

국에서는 딱 하고 싶은 말만 간단히 적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짧게 쓰면 성

의가 없어 보일까 걱정했었는데, 영국의 카드 문화 자체가 간단하고 짧게 써

서 주는 문화인 것 같아서 저도 부담없이 카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도 영국에 오신다면 홈스테이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부담없이 카드를 전

해 보세요!

브라이튼 장현아 리포터



영국의‘TEA TIME’

영국인들은 차(Tea)를 엄청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만큼 차를 엄청 자

주 마시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6~7회 정도의 티 타임을 가진다고 해요. 

티 타임의 종류로는 아침 6시에 마시는 얼리 모닝 티. 아침 7시 즈음에 식사와

함께 즐기는 브랙퍼스트 티, 오전 11시에 가볍게 마시는 일레븐즈 티, 점심 식

사와 함께 마시는 미드 티 그리고 오후 3~4시 경에 즐기는 애프터눈 티가 있

어요. 정말 다양하지요?

제가 머물고 있는 홈스테이의 아주머니께서도 티를 정말 좋아하셔서 엄청 많

은 양의 티를 보유하고 계세요. 아주머니께서 취향에 따라 마시고 싶을 때 마

셔도 된다고 하셔서 저도 식사 후에 룸메이트와 함께 자주 티를 마시는 편이

랍니다. 티 타임 때마다 차만 마시면 아쉽지요! 그래서 보통 티 타임을 가질

때에는 항상 스콘, 케이크, 머핀 등과 같은 디저트를 곁들여 먹는답니다. 여러

분들도 영국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영국의 티 타임을 경험해보세요.

브라이튼 김민경 리포터





AUSTRALIA



호주 국가 소개

수도 캔버라(Canberra)

화폐 호주달러(AUD)

면적 •774만 1,220㎢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

언어 영어

시차 동부 표준 시간대(VIC, NSW, ACT, QLD주) +1시간 중부
표준 시간대(SA, NA주) +30분 서부 표준 시간대(WA주)

1시간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는 시드니 기준으로 한국의 오
전 10시는 시드니의 11시이며 썸머타임(10월 초~4월 초)
에는 12시(정오)이다.

인종 • 영국계 77%
• 기타 유럽 및 아시아인 21%
• 원주민 2%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다. 세계에서 가
장 건조한 대륙 중 하나로 연평균 강우량이 60mm 미만이
며, 지역에 따라 다른 기후 특성을 보인다.

유학비자 종류 관광비자(無비자)
최대 3개월(12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학생비자
등록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1년(연장 시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4개월(17주)
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비자
가능(주당 최대 20시간)

워킹홀리데이비자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단,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20만원 + 숙식비 10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40만원
= 약 26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학생비자 및 워킹홀리데이비자 취득이 용이하며 학생비
자 소지자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용돈
벌이가 가능하다. 

• 연수 후 연계된 대학교로의 진학이 용이하며 전문과정
(전문대학)이 발달하였다. 

• 국가에서 학생비자 소지자의 출석률을 관리(80% 이상
유지)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학비 안전 보장, 의료보험 혜택 제공, 학교 수준
관리 유지 등 국가 차원에서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점 • 워킹홀리데이 인기 지역에는 한국인이 많은 편이다. 
•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학업을 방해 받을 수 있다.

추천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
• 하버 브릿지
• 그레이트 오션 로드
• 펭귄 아일랜드
• 서퍼스 파라다이스
• 대보초섬
• 울룰루 등



호주 주요 도시 소개



Gold Coast

퀸스랜드주 - 골드 코스트

이름 그대로 황금빛 해안을 가진 도시로 끝 없이 펼쳐지는 백사장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를 품에 안고 있다. 남태평양 최대의 해변 휴양지로 일컬어지며

서퍼들의 천국이라도 불리는 명성에 맞게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

한 해변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테마파크와 국립공원, 열대자연농장 등

이 있어 공부 외에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그리피스 대학부설 GELI



Melbourne

빅토리아주 - 멜본

다른 어느 도시보다 이민 인구가 집중된 곳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호주 안의 작은 영국이라고도 불린다. 그러한 별칭처럼 도시 분위기 자체가

유럽풍을 띄며 날씨 역시 영국을 닮아 변화무쌍한 것이 특징이다. 패션, 축제, 

문화의 도시로 여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도시이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TULC

•Navitas English



Brisbane

퀸스랜드주 - 브리스번

호주에서도 맑은 날이 많아 가장 날씨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도시로 관광과

주변 농장이 발달하여 특히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

다. 대도시의 활기와 소도시의 정겨움을 모두 간직한 그 중간쯤의 살기 좋은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걸맞은 매력적인 지역이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EXIS

•LSI

•Navitas English

•TULC



Sydney

뉴 사우스 웨일즈주 - 시드니

호주 최대의 도시로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다.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등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이곳에 있으며 해안가를

따라 주거지역이 발달하였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로 영어학교

선택의 폭도 넓다.

추천학교

•EC Language Centres

•EF

•ELC Sydney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EXIS

•Navitas English

•TULC

•UTS:INSEARCH



Perth

서호주주 - 퍼스

호주 백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고하고 있다는 부유한 도시로 범죄율이 가

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다. ‘블랙 스완(검은 백조)’이 유명한 스완강을 중심으

로 떠오르는 서호주의 주도로 자리잡았다. 연중 좋은 기후를 띄며 호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추천학교

•EF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EXIS

•Navitas English

•PICE



Darwin

북부 자치구 - 다윈

북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적도

에 가까워 날씨가 덥고 야외시장, 간이 음식점 및 축제가 많은 지역이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다.

추천학교

Navitas English



Adelaide

남호주주 - 아델레이드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작은 도시로 현대적인 느낌과 과거

의 우아함을 두루 갖춘 멋스러운 곳이다. 도시 자체가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

기를 띄며 소도시로 자칫 지루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년 내내 재미있

는 축제가 열리는 활기찬 축제의 도시이다.

추천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아델레이드 대학부설 ELC



Canberra

수도자치구 - 캔버라

호주의 수도로서 모든 건물, 도로 하나하나까지 철저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다. 정돈된 분위기와 아담한 건물들에 사람의 이목을 끄는 매혹적

인 도시는 아니지만 조용하게 어학연수를 하거나 자연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에는 적합한 곳으로 뚜렷한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호주에서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호주 최고의 명문대학인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와 국회의사당, 고등법원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부처 및 기관이 있어 주민들의

의식 및 학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추천학교

•캔버라 대학부설 UCCELC

•CIT 대학부설



호주를 이끄는 힘 ‘교육 ’! 그 이유는?

호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단연 관광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품은 관

광자연과 세계적인 명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세계 관광객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호주를 이끄는 힘은 바로 ‘교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나라 호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철저한 교육시스템

호주는 총 40개 대학 중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

/주립 대학교이며 커리큘럼부터 시설, 교수진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교육적 우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2016년 국내 대학의 약 4%(8개교)가 세계대학순위 300위권 내에 선정된

것에 비해, 호주는 40%(15개교)의 대학이 순위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호주의 교육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빠르고, 쉬운 대학 진학

호주의 명문 대학들은 입학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다양한 패스웨이 프로

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과거에 학업성적

이나 영어실력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그런 전적이 호주 대학 진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각오만 있다면 얼마든지 명문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호주이다.



빠르고, 쉬운 대학 진학단기 학위 취득으로 학비 & 시간 절약

호주는 대부분의 학과가 3년제로 구성돼 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

사 4년 + 어학연수 1년’을 필수 코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이 5년제라는 말

이 생겨날 정도로 오랜 기간 돈을 들여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

는 ‘어학연수 1년 + 디플로마 과정 1년 + 학사 2년(편입)’으로 총 4년 만에

영어는 물론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다. 호주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는 1년

어학연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어 소통 능력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 및 행동 양

식 등의 스팩까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쟁력을

겸비하게 한다.

창의적 교육의 방증,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항공기 블랙박스, 자궁경부암 백신, 플라스틱 안경렌즈, 심장 박동기, 무선 인

터넷(Wifi), 구글 맵 기술 등 세계를 변화시킨 발명품 다수가 호주에서 만들

어졌다. 또 현재까지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호주는 인구당 가장 많

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다. 이 같은 결과는

호주가 얼마나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방증한

다.

탁월한 유학생 보호 정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학생에 관한 보호법률(ESOS Act 2000)’을 발표

한 호주는 유학생들이 소비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유학생 의료보험 제도(OSHC)를 통해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학업하는 동안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더욱 경제적인 유학

호주는 타 선진 영어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편인데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어 더욱 경제적

인 유학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파트타

임으로, 방학에는 풀 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또 학생비자 동반인

의 경우, 학생비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가지며 석사과정의 경우, 동반인의 풀

타임 근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높은 취업률

호주의 대학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에도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사업장에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자문 역

학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 종류에 따라 커리큘럼 내 실습이 상당 부분 차지

해 이론에 대한 숙지는 물론 실무 경험을 중시하여 졸업 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응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집중 분석! 사립영어학교 VS 대학부설영어학교

영어 강국 호주에는 수많은 영어학교가 있다. 특히 대학교 진학을 위한 패스

웨이 프로그램이 발달한 호주에는 유명한 대학부설 영어학교가 많아 어학연

수를 위한 학교 선택에도 고민을 배가시킨다. 사립영어학교와 대학부설영어

학교 각각의 특성을 잘 살펴 내게 꼭 맞는 영어학교로 어학연수를 떠나자.

사립영어학교

⚫ 대학부설영어학교에는 아시아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영어학교

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다.

⚫ 회화 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지도하므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 비즈니스 영어과정, TESOL 과정, 일대일영어과정, 인턴십 등 다양한 영

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장학혜택을 통해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 대부분 시티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 레벨이 세분화되며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된다.

⚫ 다채로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대부분 매주 입학을 허가하여 원하는 시기에 학업 시작이 가능하다.



대학부설영어학교

✓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 대학 캠퍼스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

며, 학교에 따라 기숙사 생활을 허가하기도 한다.

✓ 아카데믹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작문, 독해, 토론, 프레젠테이션, 과제 등이 많아 빠르게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노력과 의지 여하에 따라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하

다.

✓ 우수한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다.

✓ 대학 이름이 명시된 수료증을 발급 받는다.

✓ 현지 대학 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구적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한

다.

사립영어학교는 어학연수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반면, 대학부설

영어학교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 진학하고 싶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

생들이 주요 대상인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대학부설영어학교의 수업은 아카데

믹한 분위기이므로 사립영어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을 쌓은 후에 진

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학네트 추천, 호주 사립영어학교

ELC Sydney / 시드니

시드니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ELC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유럽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상적인 국적비율, 학생

들의 취향에 맞춘 재미있는 특별활동, 다양한 영어과정과 일자리 안내 프로그

램 등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시드니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인 비율을 자랑하는 ELC에는 유럽 학생

비율이 연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C Language Centres / 시드니, 멜본, 브리스번, 골드 코스트

호주 내에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EC Language Centres의 모든 학교들

은 최신 학습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쌍방향 전자보드를 활용해 수

업을 진행하며, 수업자료를 USB에 담아와 복습도 가능하다. 한 도시에서 전

연수기간을 보내기보다는 여러 도시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센터를

이동하여 여러 도시를 경험해볼 수도 있다.



유학네트 추천, 호주 대학부설영어학교

UTS:INSEARCH / 시드니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부설영어학교인

INSEARCH는 대학교 부설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시티 중심에 자

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진다. 센트럴 역 근처에 위치하여 교통

이 편리하고 대학 캠퍼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드니 공영 방송

국과 연계하여 IELTS 교육방송을 제작했을 만큼 영어 교육에 있어 탁월한 노

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자랑할만하다.

University of Newcastle English Language Centre / 뉴카슬

매년 30여 개국에서 온 약 8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뉴카슬 부설영어학교

에서는 별도의 영어조건 없이 자원봉사와 무급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약 20시간의 활동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환경보존부터 지역

행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참여가 가능하다.



2019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조건 및 절차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연간 인원 제한 없이 기본적인 자격조

건만 갖추면 누구나 비자 취득이 가능해 매년 그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관

광 대국 호주에서의 특별한 경험, 해외 취업을 통한 생활비 및 여행자금 충당, 

4개월의 어학연수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알아보

자.

특징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만 18~30세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시기 별도의 정해진 지원시기 없이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신청비용 AU$450 (약 374,000원)

비자기간 12개월 (단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3개월(Working 
Day 88일) 이상 근무 시 연장 비자를 받아 1년 추가 체류 가
능)

연장된 12개월 중 6개월 이상을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
서 근무 시 연장 비자를 받아 1년 추가 체류 가능 (총 3년간
체류 가능)

영어연수 최대 17주

가능기간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근무 가능 (단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근무 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최저임금 시간당 AUD 18.93 (약 15,600원)으로 타 국가에 비해 높
은 편 비자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위 내용은 2018년 11월 작성 기준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Q&A

Q.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후 1년 내에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 재신청이 가

능한가요? 

만 30세 미만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신청비는 다시 결제해

야 하며 신체검사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Q.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에 다른 나라 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비자 종료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많은 워홀러들

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Q. 저는 1989년 7월 생인데 2019년 3월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고

2020년 2월에 입국하는 스케줄을 계획 중입니다. 입국 시에 만 30세가

넘는데 제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2019년 7월에 만 30세가 되시는군요.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큰 문제가 없

다면 발급까지 대개 2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비자발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만 만일을 대비해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입

국 당시에 30세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 후 1년 내에

만 입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비자 신청 준비

유효한 여권을 준비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준비

▶호주 이민부 온라인 서비스 ImmiAccount 계정 생성

비자 신청 준비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

▶신용카드로 비자신청비 납부

▶ 서류 첨부

▶신체 검사

비자 심사 및 결과

이메일로 심사와 관련된 요청 및 통보 발송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안내

호주 시내에서 레스토랑, 카페, 판매직 등으로 일하는 직종을 시티잡(City 

Job)이라 한다. 보통 캐시잡(Cash Job)으로 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법정 최저 시급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

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력 및 직무 숙련도에 따라 시급이 오를 수 있다.

식당 점원(Waiting Staff)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은 대개 $9~$12 정도의 시급을 받으며 주 3~4일 근무한다. 한국인이 운영

한다 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방문이 잦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보다 높은 시급($12~$14)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을 응대할 경우가 많은 만큼 더 우수한 영어실력이 요구된

다.

주방 보조(Kitchen Hand)

주방에서 쉐프를 도와 재료 준비,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바닥 청소 등을 담

당하는 업무로 시급은 $10~$12 수준이다. 몸으로 움직이는 일로 영어 활용

도 보다는 고용주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인지하여 도와줄 수 있는 센스와 민첩

성, 체력이 요구된다.

패스트푸드점 직원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캐셔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 근

무가 있다. 같은 업종의 경험을 중시하므로 한국에서 패스트푸드점 근무 경력

이 있다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농장일이나 육가공 관련 직종은

캐시잡이 아니라 택스 파일 잡(Tax File Job)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주는 월급을 나라에 정당하게 신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호주 최저 시급 이상

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을 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은 후 세금 환급

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고액의 돈을 벌 수도 있다.



농장(Farm)

기후와 지역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농장과 과일을 재배하는 농장, 와인을 생

산하는 농장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과일 농장의 경우에도 과실 따기와 포

장 등 일의 분야 또한 다채롭다. 수확기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며 주로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하고 능력제로 일할 경

우에는 남자는 주당 $700~$800, 여자는 $600~$700 정도로 받으니 한 달

이면 2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육가공

대개 남자에 한해 지원 가능한 일자리로 시급 $20 정도를 받는다. 비싼 급여

만큼 일이 고되고 비위가 상하는 일이라는 점은 각오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호텔 및 리조트, 선물가게 점원, 바리스타, 청소, 이삿짐 운반, 접시

닦이, 지하철 탑승객수 체크, 수영장 보안원, 데이터 입력,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미용실 보조, 건축현장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호주 워홀러를 위한 구직 TIP

‘농장’에 대한 환상 버리기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다. 연장 비자(농장에서 88일 이상 근무

시 비자 1년 연장 가능)를 취득하기 위해 또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경우이다. 농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만 실상은 대부분 능력제로 일을 하며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므

로 생각만큼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에는 일

자리가 많지만 비수기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내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하우스 키핑’ 추천!

호주의 수입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광’이다. 때문에 호주는

지역 곳곳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워홀러는 의사소통의 문

제로 하우스 키핑(객실 청소)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하우스 키핑

업무는 오전 7~8시에 시작해서 오후 3~4시면 끝이 난다. 일을 일찍 마치는

만큼 개인 여유시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시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호

텔 하우스 키핑은 시급은 높지만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 고소득 직종은 되지

못한다. 반면 레스토랑 서빙은 시급은 적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팁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용접, 마트 물품 정리, 고구마 농장 등의 일자리

가 고소득을 노릴 수 있으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CET (University of Sydney)

위치 시드니

학교소개 호주 8대 명문대(Group of Eight) 회원교이자 세계 대학랭킹
50위의 시드니 대학교 부설 영어학교이다. 시드니 대학교 캠퍼
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을 돕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대학교 캠퍼스를 공유하며 도서관 등 시설 이용 가능

✓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영어점수 없이 호주 명문대 입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DUELI (Deakin University)

위치 멜본

학교소개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지역과 인접해있어 교육과 생활 모두에
이점이 있다. 또한 호주 및 해외에서의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육
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할 경우, 공
인영어성적 없이 스포츠경영학유명 학교인 디킨 대학교로 진학
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유학생들을 위한 On-campus 기숙사 제공

✓ 간호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영어+간호과정 제공

✓ 대학진학과정 학생들의 87% 이상이 졸업 후 디킨대학교 진학 성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시드니
•브리스번
•퍼스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MUELC (Macquarie University)

위치 시드니

학교소개 맥콰리 대학교 노스 라이드(North Ryde) 캠퍼스 내에 자리하
고 있는 ELC(English Language Centre)는 맥콰리 대학교
에 입학하고자 하거나 전반적인 언어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맥콰리 대학교 부설영어학교이다. 맥콰리
대학교는 언어학과 통번역, TESOL 분야의 연구에 있어 선두적
인 대학으로 한국에서도 명성이 높다. ELC는 공식 IELTS 시험
센터로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유학생들에게 제공하
고 있으며 매달 IELTS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AMEP(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과정)를 제공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C (University of Adelaide)

위치 아델레이드

학교소개 호주 아델레이드 대학교는 호주 8대 명문대학교들의 모임인
Go8(Group of Eight) 중 하나로 세계 TOP 100위권의 명문
대학교다. 그만큼 수준 높은 교육과 우수한 교수진이 보장되며
따라서 빠른 영어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캠
퍼스에서 호주 명문대학 학생들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이래서 추천!

✓ 호주 8대 명문대학 Go8 중 하나인 아델레이드 대학교 부설영어

✓ 호주 최고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영어실력 향상

✓ 성공적으로 수료 시 공인영어시험점수 없이 아델레이드 대학교 진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C (University of Newcastle)

위치 뉴카슬

학교소개 호주 뉴카슬 대학교는 호주 내 대학 중 TOP 10의 명문대학교
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어과정을 수강
하는 학생들도 대학 내 기숙사를 비롯한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
서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온화한 날씨와 서핑에 최적인 아
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뉴카슬은 한국인 비율이 매우 낮고 생
활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다.

이래서 추천!

✓ 호주 TOP 10의 명문 뉴카슬 대학교 부설영어

✓ 대학 내 기숙사 거주 및 대학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하면서 호주 대학생활 경

험

✓ 한국인 비율이 현저히 낮은 학업환경과 저렴한 생활비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C Sydney

위치 시드니

학교소개 다양한 국적비율, 재미있는 특별활동, 다양한 영어과정과 함께
일자리 안내 프로그램 등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제
공하는 학교이다. 시드니 지역의 다른 학교에 비해 한국학생의
숫자가 현저히 낮은 이 학교는 유럽과 남미 학생 비율이 연중
60% 이상을 유지하여 다른 나라 학생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분
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이래서 추천!

✓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인증 받은 시드니 최고의 영어학교

✓ 호주 전문교육 및 산업체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 인턴십 과

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시드니
•멜본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학교소개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
기적인 학생평가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
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현재 학생의 실
력이 어느 정도이든, 목표가 무엇이든 학생이 원하는 것과 딱 맞
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자료를 수업에 사용하여 실용영어교육 진행

✓ 대학진학과정 수료 후 호주 유명 연계대학으로 입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GELI (Griffith University)

위치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학교소개 그리피스 대학교의 부설영어학교로 그리피스 대학교의 질 높은
교육수준 덕분에 대학 입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GELI를 선택하고 있다. GELI에서는 많은 유럽, 아
시아, 남미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으며,브리스번
과 골드 코스트에 캠퍼스가 위치해있다.

이래서 추천!

✓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그리피스 대학교 진학 보장

✓ 셀프 스터디가 가능한 Self-access Centre와 어학실습실 운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Q-ICTE (University of Queensland)

위치 브리스번

학교소개 세계 1% 호주 8대 명문대(Group of Eight)인 퀸스랜드 대학
교(UQ) 부설영어학교이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비롯 다양
한 스포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35여 개국에서 온 약
44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퀸스랜드 대학교 진학
이 목적인 유학생들이 많아 학업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래서 추천!

✓ 20개국의 100여개의 교육기관과 파트너십 체결

✓ 퀸스랜드 정부가 인정한 최고의 국제영어교육기관 선정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시드니
•멜본
•브리스번
•아델레이드
•퍼스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회화, 대학진학, 시험준비, 인턴십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과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TULC (Torrens University)

위치 •시드니
•브리스번
•멜본

학교소개 TULC(Torrens University Language Centre)는 세계 최
대의 교육재단인 로리엇 재단의 토렌스 대학교 부설영어학교다. 
TULC는 일반영어과정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호텔경영, 보건, 
미용, 디자인 계열의 대학진학에 특화된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루마운틴스쿨을 포함한 로리엇 재단의 유수
의 대학으로 영어점수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세계 최대의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영어학교

✓ 전공별로 특화된 대학진학영어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부설영어학

교

✓ 별도의 공인영어점수 없이 영어학교 수업만으로 대학진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EXIS English

위치 •시드니
•브리스번
•누사
•퍼스
•선샤인코스트
•바이런베이

학교소개 호주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위치해있어 한국인이 많은 대
도시에 비해 호주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연수가
가능하다. 일반영어 외에 대학진학과정, 영어 + 스포츠 등을 제
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활동 및 기숙사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진들
에게 수업을 받기 때문에 재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래서 추천!

✓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진들로 재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다양한 연계 대학으로 영어 성적 없이 입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브리스번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
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
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
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
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소규모 영어학교로 집중적인 학생관리가 가능

✓ 시내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Monash College (Monash University)

위치 멜본

학교소개 호주의 아이비리그로 일컬어지는 명문대 모임인 Group of 
Eight(G8) 회원교 중 하나인 모나쉬 대학교의 부설 영어학교
이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가 인증하는 언어협회(NEAS, 
EA, UECA 등)에서 공인 받은 과정들로써 세계적 수준을 자랑
한다. MUELC의 대학진학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영어성적 없
이 모나쉬 대학교 진학이 보장된다.

이래서 추천!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 다양한 워크숍 및 특별활동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Navitas English

위치 •시드니(하이드파크, 맨리)
•브리스번
•멜본
•퍼스
•다윈

학교소개 Navitas Group 산하의 영어학교로 다양한 영어과정과 영어교
사양성과정(TESOL, TECSOL), 50여 명문 대학교와 연계된
대학진학과정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호주 주요 도시에 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조화로운 국적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
랑하는 다양한 영어교사양성과정 운영한다.

이래서 추천!

✓ 온라인 학습 시스템(My Cutting Edge Lab)을 통해 어디서나 영어 학습

이 가능

✓ Air Link Program을 통해 캠퍼스 간 편도 항공권을 제공받아 센터 이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PICE (Perth International College of English)

위치 퍼스

학교소개 PICE는 퍼스 시내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의 각
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퍼스 시티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낮은 한
국학생 비율 및 높은 유럽학생 비율을 자랑한다. 대학진학과정
을 통해 커튼대학교, 에디스코완대학교 등 연계대학교로의 진
학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퍼스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며 무료 시티버스 이용 가능

✓ TESOL 자격증과 교육 노하우를 갖춘 최고 수준의 교사진 보유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QUTIC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위치 브리스번

학교소개 시티 중심에서 버스로 10~15분 거리에 있는 QUT 켈빈 그로
브(Kelvin Grove)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전세계 약 50개
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고, 학생들은 체육관, 수영장, 양호실, 도서관, 컴퓨터
실 등 모든 대학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래서 추천!

✓ 공인영어 성적 없이 QUT로 진학 가능

✓ 체육관, 수영장, 양호실, 도서관, 컴퓨터실 등 모든 대학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RMIT English Worldwide (RMIT University)

위치 멜본

학교소개 RMIT 대학교의 부설영어학교로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학생들의 대학 입학과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English Academic Passport를 운영하여, 실제 상황에서 배
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MIT 대학교 내 모
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개발한 전
문 교재를 통해 각 레벨과 유형에 맞는 학습 결과에 부합되도록
세심하게 개발되었다.

이래서 추천!

✓ RMIT 대학교 자체 교육과정 개발팀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교재 사용

✓ English Academic Passport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 지원 및

RMIT 대학 성공 입학 보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CCELC (University of Canberra)

위치 캔버라

학교소개 호주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안전한 생활환경과 시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잘 알려진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캔버라 대
학교의 부설영어과정이다. 특히 대학 내 기숙사 1인실이 저렴
(AU$120~)하고 물가가 저렴하며 일자리가 많고 시급이 높아
서 저렴한 비용과 아르바이트로 경제적인 어학연수를 실현하려
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다.

이래서 추천!

✓ 범죄율 최하, 시급 최고의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

✓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캔버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활 경

험

✓ 일자리가 풍부하고 시급이 높아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려는 학생에게 최

고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NSW Global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위치 시드니

학교소개 호주 8대 명문대학 소속교인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부설
영어학교로, 호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영어학교 중 하나이다.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
는데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큰 규모와 높은 명성만큼 졸
업생들의 학업성취도 또한 매우 뛰어나다.

이래서 추천!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 대학진학과정을 통해 IELTS 점수 없이 호주 명문대 입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OW College (University of Wollongong)

위치 울릉공

학교소개 호주의 신흥 명문인 울릉공 대학교의 부설영어학교이다. 호주
에서 9번째로 큰 도시인 울릉공은 한국 커뮤니티가 발달했을
만큼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곳이지만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여 낮은 한국학생 비율을 자랑
한다.

이래서 추천!

✓ 중소도시에 위치하여 물가가 다소 저렴하여 생활비 절감 가능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TS:INSEARCH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위치 시드니

학교소개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부설영어학교로 시드니 공영 방송국
과 연계하여 IELTS 교육방송을 제작했을 만큼 영어교육에 있
어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영어학교이다. 시드니
중심인 센트럴 역 근처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대학
캠퍼스와 연결되어 대학 시설 또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 공인영어성적 없이 대학 진학 가능한 영어과정과 함께 호주 정부가 인증

한 학위과정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UWA CELT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위치 퍼스

학교소개 호주의 서쪽 남서해안에 있는 퍼스에 위치한 세계 1% 호주 명
문대(Group of Eight)인 서호주 대학교의 부설영어학교이다.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을 자랑하며, 모든 교사들은 경력과 실력
을 겸비하고 있다. 서호주 대학교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캠퍼스 내 대학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각종 특별활동 또는 클럽을 통해 호주 현지학생과 접할 기회가 다양

✓ 대학교 시설 이용 가능



호주,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느낀 점!

제가 브리즈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날씨였습니다! 브리즈번은 일

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다고 들어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호주의 한여

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봄 날씨보다 살짝 더운 듯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주의 겨울은 한국 겨울처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두께가 있는

옷을 몇 벌 가지고 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브리즈번에 머물면서 호주의 다른 도시도 여행을 다녀와봤지만, 브리즈번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의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

문에 물가와 집값이 비싸고 조금 삭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브

리즈번은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학원 가는

길에 공사하시는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잡지를 파시는 분과 아침인사를

하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얘기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엄청 자

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골드코스트(Gold 

Coast)와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가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종 힐링하러 다녀올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지낸 6개월 동

안 단 한번도 브리즈번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호주

로의 어학연수를 생각하신다면 꼭 브리즈번을 선택하세요! 다른 도시와는 다

른 호주만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브리스번 김한비 리포터

호주의 대형마트‘colse’방문기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빼놓을 수 없는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바로 ‘colse’

와 ‘Woolworth’입니다. 이 두 마트는 호주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마트입니다. 호주에 살면서 느낀 점이 호주의 편의점은 정말 매

우 비싸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무리 멀어도 가까운 편의점 대신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가는 마트가 바로 ‘colse’

입니다.

처음에 호주에 도착했을 때, 대형마트에 대해 알지 못해서 항상 편의점에서

물을 사마시곤 했는데, 500ml 한 병을 사는데 $2~$3씩 하는 것을 보고 호주

물값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colse’에서는 1.5L가 75센트



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 후로 저는 다시는 편의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colse’에서는 기간마다 반값할인, 25%할인하는 품목들을 쉽게 볼 수 있

습니다. 할인하는 품목이 매번 바뀌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할인

하는 기간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카트에 담았다면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과 달리 호주에서는 스스로 구매할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봉지에 담아 계산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직원 한두 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일

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셀프로 계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 호주의 비싼 편의점 대신 대형마트를 꼭 이용해보세요.

브리즈번 이수빈 리포터



현지 핸드폰 개통

저는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하루 정도 로밍을 해서 왔었어요. 유심칩만 바로

사서 끼우면 된다고 들어서 하루 정도는 로밍으로 버티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날에 학교가 늦게 끝나서

유심칩을 살 수가 없었고 셋째 날이 되어서야 유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핸드

폰 개통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권 또는 학생증 꼭 가지고 가셔야해

요. 신분증을 챙기시고 매장에 방문해서 유심칩을 사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분

이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호주에는 많은 통신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는 Optus, Telstar, 

Etel, Vodafone 등이 있는데요 저는 Optus를 선택했습니다. Optus는 호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사이기도하고 같은 통신사는 전화가 무료라

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어플이 있어서 굳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용 결제가 가능해요. 어플로는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다운

받으세요!

케언즈 석윤지 리포터





NEW ZEALAND



뉴질랜드 국가 소개

수도 웰링턴(Wellington)

화폐 뉴질랜드달러(NZD)

면적 26만 8,838㎢

언어 •영어
•마오리어

시차 한국보다 3시간이 빨라 한국의 오전 10시는 뉴질랜드의 오
후 1시이며 썸머타임(10월 말~3월 말)에는 오후 2시이다.

인종 • 백인 90%
• 마오리 원주민 9%
• 기타 1%

기후 •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정반대다. 
• 7~9월은 우기로 1년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드물게

폭우가 내린다. 
• 북섬은 연중 날씨가 온화한 편이나 남섬은 겨울에 춥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다.

유학비자 종류 관광비자(無비자)
최대 3개월(12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학생비자
등록기간만큼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선착순 3,0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
으며,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학생비자
뉴질랜드 교육청(NZQA)에서 인정하는 1등급 영어학교에
14주 이상 등록 시 아르바이트 가능(주당 최대 20시간) 

워킹홀리데이비자
시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단,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음)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00만원 + 숙식비 8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40만원
= 약 22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조용하고 안전하며 여유로
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소박하고 친절한 국민성을 띄며, 외국인에게 관대하다. 
• 환율이 낮아 비교적 저렴한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 다양한 레포츠(스키/스노우보드, 번지점프, 스카이 다이

빙 등)를 경험할 수 있다.

단점 • 어학연수 가능한 지역이 타 국가에 비해 다양하지 않다. 
• 인구밀도가 낮아 사람이 적고 어학연수 학생들의 국적 분

포가 한정적이다.

추천 관광지 • 로토루아 코르코
• 데카포 호수
• 스카이 타워
• 크라이스처치 대성당
• 통가리로 국립공원
• 마운트 이든
• 미션 베이 등



뉴질랜드 주요 도시 소개



Wellington

북섬 - 웰링턴

뉴질랜드의 수도이자 바람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북섬의 최남단

에 위치하고 있다. 언덕 위의 잘 가꾸어진 주택들과 역사적인 건물들이 아름

다움을 더하는 매력적인 항구도로 맛있는 음식과 와인 명소가 밀집된 미식가

의 도시이기도 하다.

추천학교

NZLC



Queenstown

남섬 - 퀸스타운

와카티푸 호수 호반에 자리한 퀸스타운은 살고 있는 사람(주민)보다 관광객

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레포츠의 명소이다. 여왕의 도

시라는 지명에 걸맞게 와카티푸 호수에 비치는 서던 알프스의 경치는 경탄을

자아낸다.

추천학교

•LSNZ

•SLEC



Auckland

북섬- 오클랜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로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였으며 지금도 뉴질랜드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대

도시이다. 다양한 관광지와 위락시설, 명문대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과 관광객들이 오클랜드를 찾고 있다.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물

가도 영어권 국가 중 매우 저렴한 편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오클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추천학교

•EF

•EC Language Centres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LSI,

•클랜드 대학부설 ELA



Dunedin

남섬 - 더니든

한국인들에게는 협소한 규모지만 스코틀랜드의 오랜 전통이 남아있어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곳곳이 새롭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띄는 관광도시이다. 여름

에는 너무 덥지 않으나 겨울에는 눈이 내릴 만큼 추운 편이다.

추천학교

Otago University 부설영어학교



2019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안내

뉴질랜드는 해마다 3,000명의 한국 젊은이에게 뉴질랜드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해 준다. 총 12개월의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반절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 어학연수가 가능해 일과 영어 학습의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다.

특징

✓ 만 18~30세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평생 한번만 발급 가능하며 비자가 발급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출국 요망

✓ 연간 선착순 3,000명 모집

✓ 한 고용주 밑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1년(12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중 6개월 동안 어학연수 가능

✓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지원절차

1.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2.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3.
뉴질랜드 대사관 사무실로 신체검사 결과지 발송

4.
발급된 비자 우편 수령

※ 본 원고의 내용은 2019년 워킹홀리데이 모집 예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2019년 모집 규정 발표 이후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와‘실속’을 더하다,

뉴질랜드 특별 영어과정 속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다양한 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뉴질랜드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스포츠 체험을 누릴 수 있다. 또 영어

를 마스터하면서 취업 준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마

련돼 있다. 재미면 재미, 실속이면 실속,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뉴질랜드의

특별 영어과정을 소개한다.

영어+스키/스노우보드과정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산세는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

다. 영어+스키/스노우보드과정은 영어 공부와 동시에 즐거운 액티비티를 즐

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키장-학교간 교통편, 리프트 티

켓, 장비 보관 및 대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오전에는 영어를, 오후에는 스

키/스노우보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추천학교

영어에 재미를 더하다

LSNZ (Language School New Zealand)

과 정 명 Study + Ski/Snowboard

학 교 위 치 오클랜드

수 업 기 간 12주

입 학 조 건 모든 레벨 입학 가능



영어+액티비티과정

지상 최후의 낙원 뉴질랜드를 가장 실감나고 멋지게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다

양한 레포츠를 체험해 보는 것일 것이다. 서핑, 번지점프, 래프팅, 승마, 암벽

등반, 오프로드 마운틴 바이킹, 요트, 헹글라이딩, 골프 등 매우 다양한 특별

활동을 즐기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영어+액티비티과정은 환상적인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의 대자연에 몸을 던지고픈 활동적이고 도전정신

강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 추천학교

SLEC (Southern Lakes English College)

과 정 명 English Plus Adventure

학 교 위 치 퀸스타운

수 업 기 간 1~4주

입 학 조 건 모든 레벨 입학 가능



TESOL(영어 교사 양성과정)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영어 교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교수

법을 가르쳐 주는 학문인 TESOL은 영어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교수법도 학습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

다. TKT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개발한 영어 교수법 시험으로 국제적

으로 인정 받는 자격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 추천학교

영어에 실속을 더하다

NZLC (New Zealand Language Centres)

과 정 명 TESOL + TKT

학 교 위 치 오클랜드, 웰링턴

수 업 기 간 5주

입 학 조 건 중상급(Upper Intermediate) / IELTS 5.0 이상



승무원 양성과정

건강한 체력과 세련된 국제매너,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민

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의 대표주자인 승무원은 여대생들 사이

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 중 하나이다. 업무 적성, 외모, 이미지 등의 조건들이

적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 또한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WWSE의 승

무원 양성과정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승무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과정으로 승무원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 추천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과 정 명 English for Nursing

학 교 위 치 오클랜드

수 업 기 간 24주 또는 36주

입 학 조 건
24주: IELTS 6.0(모든 영역 6.0) 이상
36주: IELTS 5.5(모든 영역 5.5) 이상



간호영어과정

사랑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백의의 천사 간호사, 다양한 질병이 생겨나고 노인

인구가 증대되며 더욱 각광 받는 직업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

서는 간호사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서 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이민을 생

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간호과정이 발

달되어 있으며 영어 연수를 목적으로 온 학생들을 위해서도 간호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간호사로서 필요한 업무를 영어로 진

행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간호학 학위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는 의료 용어, 건강시스템, 건강과 병, 환자 기록 평가 등을 사전에 배울 수

있는 매력적인 과정이다.

■ 추천학교

WWSE (Worldwide Schools of English)

과 정 명 English Plus Flight Attendant

학 교 위 치 오클랜드

수 업 기 간 12주

입 학 조 건
중상급(Upper Intermediate)
IELTS 5.5
TOEFL 500 이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ACG English School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ACG English School은 뉴질랜드 최대의 교육 재단 ACG에서
운영하는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관이다. 오클랜드 중심의 퀸스
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CG English School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
들은 뉴질랜드 대학진학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 컬리지들로
영어점수 없이 진학이 보장된다.

이래서 추천!

✓ 학업기간 동안 iPad 지급하여 학습

✓ 넓은 강의실, 학생공용 공간,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현대적인 시설

✓ 영어점수 없이 대학 및 컬리지로 진학 보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
기적인 학생평가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
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현재 학생의 실
력이 어느 정도이든, 목표가 무엇이든 학생이 원하는 것과 딱 맞
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다양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공인자격증 취득율 및 시험통과

율을 자랑

✓ 뛰어난 학업성과와 진학 결과로 학생 만족도 98%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각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LA (University of Auckland)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뉴질랜드 최대도시 오클랜드 중심부에 위치한 뉴질랜드 랭킹 1
위의 국제적 명문대학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영어학교로 재학생
60% 이상이 오클랜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로 구
성되어 학구적인 분위기이다. 유능한 교사진이 제공하는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빠른 실력향상이 가능하며, 대학과
연계하여 폭넓은 진학지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뉴질랜드 No.1 명문대학교인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영어

✓ 학생들의 목표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대학 내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여 대학생활 경험까지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성공적으로 대학진학과정 수료 시 뉴질랜드 대학 및 우수 교육기관 진학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I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위치 오클랜드

학교소개 대부분의 센터가 중소규모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까
워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
족적이고 친근한 학생 관리를 통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한국 학생수
가 특히 적고 다른 영어학교에 비해 유럽 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
교로 정평이 나 있다.

이래서 추천!

✓ 센터당 총 학생수가 50~150명 정도의 소규모 영어학교로 학생 관리가

뛰어남

✓ 높은 유럽 및 남아메리카 출신 학생 비율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SNZ (Language Schools New Zealand)

위치 퀸스타운

학교소개 퀸스타운에 위치한 LSNZ는 가족적이고 따뜻한 소규모의 영어
학교로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감 없이 쉬는 시간마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의 스포츠를
접목시킨 영어 플러스과정으로 더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다양한 영어 + 액티비티 과정을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영어 + 스키/스노

우보드 과정이 인기

✓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편안한 자체 기숙사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LEC (Southern Lakes English College)

위치 퀸스타운

학교소개 뉴질랜드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최고의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퀸스타운에 위치한 영어학교이다. 호수와 산맥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양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반면, 도시
인구의 35배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이 도시를 찾고 있어 언
제나 새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래서 추천!

✓ 뉴질랜드 교육기관 NZQA의 카테고리 1등급 학교에 속해 합법적으로 아

르바이트가 가능

✓ 엄격한 학사 관리(매주 월요일 시험, 주 1회 학업성취도 전문 상담)



뉴질랜드,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뉴질랜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Fish & Chips’

오늘은 뉴질랜드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 'Fish & Chips'를 소

개하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사먹을 수 있고, 홈스테이를 할 때 가끔씩 해

주셔서 먹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미션베이의 피쉬앤칩스가 굉장히 유명하다



고 해서 이것을 먹기 위해 미션베이로 향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쉬앤칩스를 먹기 위해 미션베이를 찾을 정도

로 미션베이 피쉬앤칩스 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음식점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바닷가 주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며 많이 먹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이지만 맛도 있고, 양도 많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

들은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콤보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생선튀김과

감자칩, 감자튀김, 음료수가 포함된 콤보를 주문한 후에 음식을 받아 해변 근

처로 향했습니다. 원래 맛있는 음식이지만, 바다를 보고 바다바람을 맞으며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갈매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라 갈매기가 엄청 많고, 얘네들이 냄새를 맡는 순간 바로 우르르 몰려듭

니다. 재미로 감자칩 한번 던져주면 얘들이 떠나가지를 않을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갈매기들 조심하시는 것 외에는 그저 바다를 보며 맛있게 뉴질랜드

의 대표 음식인 피쉬앤칩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뉴질랜드에 오신다면 꼭꼭

드셔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오클랜드 박주은 리포터

호주의 대형마트‘colse’방문기



오클랜드 생활 팁‘마트에서 장보기’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닌 지 벌써 2개월 째에 접어드는데 한국과 굉장히 비

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은근히 많은 마트에서 장보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이마트와 비슷한 커다란 마트 체인점이 있습니다. 

Countdown이라는 마트는 시티에도 커다란 지점이 두개나 있을 정도로 매

우 일반적인 마트입니다.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convince store와는 다

르게 다양한 생필품과 식료품, 고기,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

다. 마트는 내부는 한국의 대형마트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과일, 고기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확실히 더 싸지만 생필품과 의외로 과자와 같은 스낵류가 생

각보다 비싸서 쉽사리 많이는 못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인만큼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이 마트 중간 중간에 디스플레

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잘 보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들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정육(정육 부분은 따로 그램별로 팩으로 나누어

져 있는 부분과 직원이 그램별로 덜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은 한국과 비슷

하지만 과일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닐에 자신이 원하는 양을 담기만

하면 됩니다! 따로 택을 뽑거나 받지 않고 그램 수에 맞는 가격은 계산대에서

바로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없어서 매우 당황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담아서 저울로 키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대도 직원

이 일대일로 마주하고 있는 계산대보다 셀프 계산대가 훨씬 많고 보편적 입니

다. 처음에는 셀프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금방 직원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프 계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일을

종류를 고르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가격을 바로 나오므로 익숙해지

고 나면 오히려 그냥 계산대보다 더 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최희원 리포터





PHILIPPINES



필리핀 국가 소개

수도 마닐라(Manila)

화폐 페소(PHP)

면적 30만㎢

언어 •영어
•따갈로그어

시차 한국보다 1시간이 늦어 한국의 오전 10시는 필리핀의 오전
9시이다.

인종 말레이족이 대부분

기후 여름에 비해 기온이 낮고 비가 적은 겨울(12~2월), 무덥고
건조한 여름(3~5월), 습한 우기(6~12월)로 나뉜다.

유학비자 종류 59일 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리핀에 입국해야 한다, 입국
일로부터 최대 59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30일 간격으로 연
장하여 최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관광비자(無비자)
최대 30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
며, 매달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불가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70만원 + 숙식비 6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30만원 = 
약 16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 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물가가 저렴하여 비용 대비 어학연수 효과가 크다. 
• 1:1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 실력을 빠른 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 
• 학교 내부에서 공부와 숙식을 모두 해결하며 공부에만 집

중할 수 있다. 
• 수업 시간이 길고, 기초 실력을 닦기에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단점 • 따갈로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국민 전체의 영어 사용
수준이 낮아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저렴한 학교의 경우 시설이 낙후되거나 선생님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 유흥에 빠지기 쉽다.

추천 관광지 • 마젤란 크로스
• 보라카이
• 산 어거스틴 교회
• 필리핀 국립 박물관
• 마카함부스 동굴 등



필리핀 주요 도시 소개



Baguio

바기오

연평균 18℃ 정도의 선선한 가을과 같은 날씨가 장점인 반면 고산지대로 구

름이 많고 습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 교육 도시로 유명 스

파르타 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공산품이나 해산품의 물가가 비싼 편이다. 대통

령 여름 별장이 위치해 있어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도시이며 유흥시

설이 적어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추천학교

•HELP English

•TALK Academy



Cebu

세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로 대형 영어학교들이 이곳 세

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한국과의 직항로가 개

설되어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은 영어학교가 밀집되어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필

리핀 어학연수의 메카이다.

추천학교

•CPILS

•SMEAG



Iloilo

일로일로

조금 산만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맑은

공기와 전원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약 35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젊은 인구

의 비율이 높으며 물가가 저렴하다.

추천학교

Metro Korea



Manila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로 14개의 시티와 3개의 자치구로 구성된 광역시이다. 필리핀

어학연수가 시작된 도시로 전통 있는 영어학교가 대부분이며 교사의 수준이

좋은 편이다. 국제적 도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복잡한 도시다 보니

매연도 심하고 시설적으로 낙후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추천학교

•C21

•CNN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



Clark

클락

특수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며 비즈니스의 중심지 및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비

즈니스 요지인만큼 많은 출장객들이 오가는 도시이며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

설이 발달한 도시이다.

추천학교

HELP English



필리핀만이 가진 어학연수 매력!

단기간에 영어 실력 높이는 스파르타 과정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과정은 단연 ‘스파르타 과정’이다. 단

기간에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본 과정은 하루 10시간 이상 수업 강행

군은 물론 매일 단어 시험을 치러 연수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 학

습 성취도뿐만 아니라 생활 관리까지 학교에서 꼼꼼히 챙겨주기 때문에 자제

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좋은 과정이다.

시험준비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OK!

생활 영어가 아닌 실전 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 대비는 물론

비즈니스 영어 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이 마련돼 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수

준에 적합한 전임 강사를 배정받으면 1:1 또는 1:4의 소규모 수업을 받는다. 

학생이 표현하는 문장에 대해 강사가 일일이 수정,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정확

한 표현과 새로운 어휘를 많이 습득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 구비된 기숙사

필리핀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를 구비하고 있어 따로 숙소를 구하기 위해 신

경 쓸 필요가 없다. 기숙사 건물에는 식당과 수영장, 컴퓨터실, 당구장 등 다

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기숙사 내에서 숙식과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또 빨래와 청소, 하루 세끼 식사를 준비해 주기 때문에 오로지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IELTS 보장과정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는 영어권 국

가, 특히 영연방 국가로 유학•이민•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영어 능력을 평

가하는 국제 공인 영어시험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실력을 측정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IELTS를 명확한 영어 평가 기준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필

리핀의 영어학교들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IELTS 보장과정을 제공,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렴한 어학연수 비용

필리핀은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영어 학습과 숙소

까지 해결할 수 있다. 서구권 국가에 비해 영어학교 내 한국인 비율이 높은 편

이지만, 그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한국 취업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과정들을 발 빠르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필리핀 어학연수가 해답이 될 것이다.



필리핀 방학캠프가 특별한 이유!

안전하고 경제적인 초·중·고 실속캠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 맞춤형 방학캠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다. 안전하면서 저렴하게 영어와 휴양, 레포츠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필리

핀 방학캠프 프로그램이다. 필리핀 방학캠프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

이며 필리핀 방학캠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가격은 저렴, 효과는 극대화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에 위치한 필리핀은 타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저렴한 비용의 항공료, 수업료, 부대비용과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

고 있어 기본 영어 실력을 키우기에 가장 효과적인 영어 캠프 국가로 각광 받

고 있다. 필리핀의 영어학교들은 대부분 자체 기숙사를 가지고 있어 영어 학

습부터 기숙사 생활까지 철저한 학생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영

어 사용 환경,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 자기 계발 세미나, 이색 특별활동 등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타 국가의 영어캠프와 비교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가격은 학생과 부모님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

다.

2) 영어 학습 외에 다양한 특별체험은 덤

영어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좁은 교실에 앉아 하루 종일

계속되는 영어 수업은 고역일 것이다.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영어 실력 향상과 더

불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다. 시티투어, 스킨스쿠버, 호핑투어, 골

프강습, 미술수업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안전, 안심

필리핀은 위험한 국가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대부분의 필리핀 캠프는 영어

교사 외에 안전관리 요원, 인솔자 등의 스태프를 따로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

전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다. 학생들과 상시 동행하며 수업 및 숙소 내

생활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안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활동에는

스태프가 밀착 동행하여 안전한 캠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1대1 영어 수업

짧은 캠프기간 동안 영어 실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요구된다.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학습방식 중 학생의 실

력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은 바로 1:1 영어 학습이다. 대부분의 필리핀 방학캠프는 다수의 1:1 수업을

커리큘럼 내에 포함하고 있어 단기간에 영어 실력 향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타 영어권 국가의 경우 1:1 수업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매우 비싼 추가 수업료

를 필요로 하는 반면 필리핀은 기본적인 캠프 커리큘럼 내에 많은 시간의 1:1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5) 철저한 학사관리

필리핀 방학캠프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철저한 학사관리로 영

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자체 기숙사 사용으로 24시간 영어를

쓴다는 장점이 있어 짜임새 있고 집중도 높은 커리큘럼 구성이 가능하다. 또

한 종합평가 시스템과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구성을 도와주며 매일 저녁 담당교사와의 학습 리뷰, 매주 실력 점검 등

을 통해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필리핀 방학캠프 스케줄 예시

월~목요일

07:00 기상 및 아침식사

07:50 담임선생님 미팅

08:00 1:4 Speaking

09:20 1:1 Critical Reading

10:35 1:1 Writing & Grammar

11:40 1:1 Listening

12:30 점심식사

13:30 Creative Art & ESL, 특별활동

15:05 1:8 수업(미국, 캐나다인)

16:40 1:1 Speaking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Review

20:00 체육활동

21:10 영어 독서 및 일기

22:00 취침



금요일

07:00 기상 및 아침식사

07:50 담임선생님 미팅

08:00 1:4 Speaking

09:00 1:1 Critical Reading

10:00 1:1 Writing & Grammar

11:00 Creative Art & ESL, 특별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1:8 수업(미국, 캐나다인)

14:00 1:1 Speaking

15:00 1:1 Listening

16:00 ELS Activity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Project Learning

21:00 영어 독서 및 일기

21:50 취침



토요일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8:50 담임선생님 미팅

09:00 Test 1

10:00 Test 2

11:00 ELS Activity

12:00 점심식사

13:00 Weekly Review

14:00 Weekly Review

15:00 Weekly Review

16:00 Weekly Review

17:00 체육활동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Project Learning

21:00 영어 독서 및 일기

21:50 취침



필리핀 방학캠프의 특별 활동

1) 수상 레포츠 활동

태평양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레포츠 천국 필리핀에서 수상 레포츠

를 즐길 수 있다. 대부분의 필리핀 방학캠프는 호핑투어, 스킨스쿠버 등의 수

상 레포츠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필리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호핑투어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 스쿠버, 스노쿨링 등의 레포츠

를 즐기고 신선한 해산물로 이루어진 식사가 포함된 여행으로 학생들에게 가

장 인기 있는 특별활동 중 하나이다.

2) 스포츠 활동

영어학교 안에 기숙사, 식당 등의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필리핀은 헬

스클럽, 골프장, 탁구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 역시 포함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이다. 특히 최근에는 골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영어 수업과 함께 전문 강사

를 동원한 골프 강습을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매일 규칙적

인 운동과 체력 단련으로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학업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봉사 활동

필리핀 방학캠프는 단순히 즐기는 특별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계발

을 위한 봉사 활동 또한 제공한다. 고아원과 같은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도움

과 나눔의 의미를 알고 인간애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봉사 활동 후에는 학

생 개개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므로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4) 대학교 견학

필리핀은 높은 진학률과 필리핀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라샬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 등과 같은 다수의 명

문대학을 보유한 뜨거운 교육열의 나라이다. 학생들에게 필리핀 대학 방문을

통해서 외국의 교육 문화를 경험하고 비전 세미나 등을 통해 개인의 꿈과 목

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필리핀 추천 방학캠프 프로그램

CPILS

학교 위치 세부(Cebu)

학교소개

자타가 공인하는 필리핀 최고의 영어교육 전문기관. 필리
핀에서 최초로 한 건물 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
사형 캠퍼스를 설립하고 1:1 수업과 소규모 그룹 수업을
병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영어학교

캠프특징

✓ 1:1, 1:4, 1:8, 미술, 음악 등의 정규수업 제공
✓ 매일 복습(Review), 영어 독서 및 일기 첨삭 지도
✓ 영어로 진행되는 수영, 태보, 요가 등의 체육 수업 운

영
✓ 종합 평가 시스템을 통한 전담 교사의 규칙적인 밀착

생활/학습 관리

SMEAG

학교 위치 세부(Cebu)

학교소개

필리핀 교육부(TESDA) 인가 및 이민국의
SSP(Student Study Permit) 허가를 받고 설립된 기
숙사식 영어학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최상의 기숙사
서비스를 자랑하며 최대 850명의 학생 수용 가능

캠프특징

✓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ACT社 ESL 교육과정인 EPP 
프로그램) 운영

✓ SNS를 통해 캠프 스케줄, 학생 생활 모습 실시간 업
데이트

✓ 필리핀 현지 학교 참관 및 세부 의과대학 견학 기회 제
공

✓ 24시간 안전요원 배치 및 병원 연계 의료 시스템 구
축



HELP English

학교 위치 바기오(Baguio), 클락(Clark)

학교소개

필리핀의 대표적 교육도시 바기오에서 1996년 관리형
기숙학교를 개교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월 우수한 학
생 배출. 다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체계적
이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사들의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중심의 교육 제공

캠프특징

✓ 이해, 실전, 응용, 확인의 단계를 접목한 효과적인 영
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국 정규학교의 교재, 엄선된 교사로 수준 높은 영어
수업 제공

✓ 학교 내 체육시설에서 아침/저녁으로 규칙적인 체력
단련

✓ 캠프 후 화상 영어 수업 지원으로 연수 후 철저한 관리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CPILS

위치 세부

학교소개 필리핀 최고의 영어전문학교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립
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현재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온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
다. 특히 세부 최초의 TOEIC 시험센터이며, 10명 이상의 원어
민 교사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세부 최초 SSP 인증 기관으로 오랜 전통과 공신력 자랑

✓ 필리핀 최초 1:1, 1:4, 1:8 등 그룹 수업 병합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자

랑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HELP English

위치 바기오, 클락

학교소개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초, 중, 고등학생 주니어부터 대
학생 이상의 성인 학생들까지 모든 연령층을 위한 영어교육에
전념해왔다. 2002년부터 TOEIC/TOEFL 시험준비과정을 개
설하였고, 현재는 총 여섯 종류의 시험준비과정을 제공하고 있
다. 학생 한 명을 한국인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이 함께 관리하
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담임제 실시로 체계적인 관리

✓ 영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전폭 지원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SMEAG

위치 세부

학교소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칙 아래 관리
되는 스파르타 센터, 규율이 비교적 자유로운 클래식 센터, 최
신식 콘도미니엄시설의 캐피탈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까다로
운 임용시험으로 양질의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매주 테스
트를 통해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비기너를 위한 오전/오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에 쉽게 접근 가

능

✓ 대화식 수업 진행으로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제공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TALK Academy

위치 바기오

학교소개 필리핀 최초로 TOEIC 준비과정을 운영하였고 필리핀에서 가
장 많은 1:1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이다. 3개의 캠퍼스에서 학
생의 특징과 수준에 맞는 클래스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특별활동, 생활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 없는 최고의 환경을 학생
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스파르타와 일반과정의 장점을 접목한 세미스파르타 과정을 제공

✓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고 수준의 교재를 사용



필리핀,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CPILS 소개

저는 CPILS영어학교는 세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최고의 강사진을 자

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제가 한달 동안 여기서 겪고 경험한바로는

정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특징이 직업보다 가족을 중시한

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하기위해 수업에 빠지는 선생님들이 처

음에 이해가 안됐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어학원에서는 훨씬 빈번하다

고 하더라구요. CPILS는 선생님들 관리에 특히 힘쓰고 있어 선생님들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빠지더라도 서브티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 수업에는 전혀 차

질이 없습니다.



제너럴 코스는 폐지되어서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스파르타코스만 수강한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코스는 말 그대로 스파르타식 영어 과정입니다. 단기간에 영

어실력을 향상 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라고 생각해요.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50분씩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9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되니 얼마나 강도높은 수업인지 감이 오시지

요? 평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통금 시간인 저녁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부 송성민 리포터

SMEAG - SPARTA 분위기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를 오는 이유가 실생활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요. 특히 SMEAG SPARTA를 등록하신 분들은 정말 단기간에 최

대한 빠르게 영어실력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인들이랑 친해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사

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영어 웬만큼 잘 합

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말을 건네고 장난치면 반가워하고 잘 받아줍니다. 그리

고 중요한 건 이곳에 영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 친구들이 모두 너무 살갑습니

다. 당장 처음 만났더라도 말을 건네면 너무 반가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중국

학생은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서 놀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

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각오하고 오시면 얼마든지 이야기 해줄 사람들

이 많아서 정말 하루 종일 영어만 쓸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영어만 쓰다 보니



한국말 하는 스태프를 만났을 때 반가워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단기간에 영어실력이 향상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

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다 보니 회화는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수업에서 배우는 단어와 숙어를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용하시

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어장이랑 숙어 표현은 열심히 복

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개인차가 엄청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SMEAG를 등록한 학생들은 스파르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파르타 과정은 듣기/말하기

가 한 수업으로 합쳐져 있고, 쓰기/읽기가 한 수업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4레벨의 읽기/쓰기 같은 경우는 고1 영어모의고사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편입니다.

세부 안수연 리포터



“어학연수, 온몸으로 느끼고 깨치는 과정”
지O권 학생 / 필리핀 - SMEA에서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타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

하다. 하지만 잠깐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지체험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달

라져 있었다. 영어실력은 물론 자신감까지 얻은 것. 영어는 부딪혀야 실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온 유학네트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스파르타 캠퍼스에서 3개월 동안 수업을 받은 학생입니다. 저는 이 곳을

오기 전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

을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 곳을 도착하기 전일 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다

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기에 저는 그들과 많은 고민

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은 영어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기초를 쌓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영어실력이 늘었고, 그동안 없었던 영어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

다. 한국에 있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영어도 못하는 네가 가서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겠냐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실력에 맞게 말하는 속도를 맞춰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이 곳은 편의시설도 다양합니다. 캠퍼스 안에는 야외수영장이 있어 주말을 이

용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으며 체육관도 있어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식당의 음식 맛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곳 식당음식을

먹고 매번 만족하였습니다 입맛에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끔씩 한국음식이 그리울 땐 매점에 가서 한국음식을 구매

하여 조리하곤 합니다. 매점에서는 다양한 한국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

실상 매점에서 판매하는 한국음식은 잘 이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곳에서의 휴대폰 사용법은 유심칩을 바꿔 데이터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매

점에서 데이터카드를 판매하고 그 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합니다. 휴대폰은 가

족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공부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곳 필리핀

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와서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사람들과 여행을 떠나 다양한 문화를 배운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슬롭이라는 지역은 고래상어를 눈 앞에서 볼 수

있었고 카와산 폭포는 다이빙을 체험할 수 지역입니다. 비록 저는 기회가 없

어 가보지 못했지만, 필리핀에 가실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되도록 다양한 사람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은 놀랄

만큼 향상되어 있을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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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가 소개

수도 더블린(Dublin)

화폐 유로(EUR)

면적 70,213㎢

언어 •영어
•아일랜드어

시차 한국보다 9시간이 늦어 한국의 오전 10시는 아일랜드의 새
벽 1시이며 썸머타임(3월 말~10월 말)에는 새벽 2시이다.

기후 여름(7~8월)은 14~16℃의 평균 기온을 가진 가장 따뜻
한 시기이지만 20℃ 이상 올라가는 날이 드물며, 겨울
(12~1월)의 평균 기온은 4~7℃로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다.

유학비자 종류 관광비자(無비자)
최대 3개월(12주)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학생비자
25주 학교 등록시 추가 8주를 체류할 수 있어 총 약 8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다. 추가로 받는 8주동안 어학연수 또는
여행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연간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00만원 + 숙식비 7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30만원
= 약 20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아르바이트 관광비자
불가

학생비자
학업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중 20시간 내지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 (풀타임 아르바이트는 5~8월, 12월 중순
~1월 중순에 한해 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
시간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 가능

장점 • 6개월 어학연수 + 2개월 방학의 형태로 8개월동안 유효
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국적이 다양하며 한국인 비율이 매우 낮다. 
• 아일랜드인들은 매우 활동적이며 친근해서 외국인들과

쉽게 친해진다.

단점 • 섬나라로 하루에도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 한국인도, 놀거리도 적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주요도시 더블린(Dublin)
아일랜드의 수도로 Trinity College를 비롯한 3개의 국립
대학과 여러 학교들이 있어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도시이다. 
라이브 뮤직과 극장, 레스토랑과 펍 등 활기 넘치는 문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으로 물가는 아일랜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유럽의 대다수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골웨이(Galway)
‘서쪽의 베니스’라는 별칭처럼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많은
역사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브레이브 하트, 라이언 일병 구
하기 등의 영화 배경이 되었으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로
시내 대부분을 걸어 다닐 수 있다.



MALTA



몰타 국가 소개

수도 발레타(Valletta)

화폐 유로(EUR)

면적 316㎢

언어 •영어
•몰타어

시차 한국보다 8시간이 늦어 한국의 오전 10시는 몰타의 새벽 3
시이며 썸머타임(3월 말~10월 말)에는 새벽 2시이다.

기후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7~8월)에는 덥고 건조하여
34°C까지 올라간다. 겨울(1~3월)에는 따뜻하고 습하며
4°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유학비자 종류 3개월(90일)간 無비자(관광비자)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
으며 3개월 이후에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통해 추가 학업
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불가

평균 연수비용
(1개월) 

학비 100만원 + 숙식비 60만원 + 용돈 및 생활비 30만원
= 약 190만원

※ 상기 예산은 대략적인 예시일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장점 • 한국인은 적고 유럽 학생은 많은 환상의 국적비율을 자
랑한다. 

• 저렴한 생활비용으로 경제적인 연수가 가능하다. 
•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 섬 전체가 관광지로 경찰 및 안전요원이 많아 안전하며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 지중해의 따뜻한 기후를 일년 내내 누릴 수 있다.



단점 • 몰타인의 70~80%가 영어를 사용하나 제 1의 언어는
몰타어이다.

• 장기 연수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
른 국가에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야 한다.

주요도시 발레타(Valletta)
몰타의 수도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 있는 역사 도시이다. 교통이 편리하며 다
양한 축제가 열려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슬리에마(Sliema)
몰타에서 가장 현대적인 주거 도시로 상점, 레스토랑, 호텔
이 많으며 여러 영어학교가 위치해있다. 

세인트 줄리앙스(St. Julian’s)
밤이 빛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야경과 저녁문화가 발달한
유명 관광도시이다.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매력포인트 4

아일랜드는 최근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몰타, 남아공, 필리핀 등 다양

한 어학연수 나라 중 아일랜드가 각광 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자.

하나. 아르바이트로 저렴한 연수 가능

아일랜드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워킹홀리데이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모

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들이 카페, 식당, 청소, 미용실

보조 등의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최저 시급은 시간당

9.25유로로 약 12,000원이므로, 주 20시간 일을 한다고 예상했을 때 충분

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때문에 아일랜드는 더욱 저렴한 어학

연수가 가능해 경제적인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

다. 참고로 아일랜드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업기간 동안 주당 20시간, 방학기

간에는 20~4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둘. 6개월 등록하면 덤으로 따라오는 2개월

아일랜드는 ACELS 또는 QQI(아일랜드 영어연수 학교 자문위원회)에 인가

된 영어학교에 한해 학생 비자를 발급하며 6개월(25주) 이상 등록 시 8주의

추가 주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6개월 어학연수 + 2개월 방학(어학연

수 또는 아르바이트)이 가능하도록 8개월의 학생비자를 발급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방학 동안에는 유

럽 방방곳곳을 여행하는 환상적인 어학연수가 가능한 곳 바로 아일랜드이다.



셋. 최고의 국적비율

지리적 특성상 아일랜드 영어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탈리아, 스페

인, 터키, 베네수엘라 등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며 멕시코, 브라질 등의

남미 출신이 그 뒤를 잇는다. 한국 학생 비율은 6~10% 수준이며 일본도 그

와 비슷한 수준이다.

넷.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

세계 최대의 독립 여행 안내서인 ‘Lonely Planet’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가 아일랜드다. 세계 평화지수 10위를 자랑하는 아일랜드의 국민

들은 특유의 넘치는 유머감각과 친절함으로 외국인에게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길에서 지도를 들고 갸우뚱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우르르 몰려와 길을 알려주

고는 웃으며 떠난다는 아일랜드인과의 일화는 픽션이 아닌 실제다. 술과 노래,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민족이라 마음을 열고 만나려 노력한다면 얼마든

지 현지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몰타 어학연수의 매력포인트 5

몰타는 어학연수 비용은 저렴하지만 5성급 호텔식 숙소에서 지낼 수 있어 가

성비 대비 최고의 조건을 자랑한다. 또 치안이 좋아 안전하고 유럽인들이 많

아 각국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처럼 넘치는 몰타 어학연수의 매력들을 정

리해 보았다.

하나.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

일견 저렴한 연수라고 하면 필리핀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지만 몰타 역시 필리

핀과 비견될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유럽에서도 관광지

로 각광 받는 나라인 만큼 여름철 극성수기가 되면 숙소 비용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방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학교 내 기숙사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저렴한 어학연수를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비슷한 예산의 필

리핀이 스파르타식의 타이트한 교육과정이 장점이라면 몰타는 저렴한 서양권

국가이면서 유럽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12주 위치 학비 숙소비 합계

A 학교 필리핀 세부 약 234만원 약 198만원 약 432만원

B 학교 몰타 슬리에마 약 252만원 약 192만원 약 444만원

C 학교 미국 보스턴 약 474만원 약 426만원 약 900만원

D 학교 캐나다 토론토 약 345만원 약 226만원 약 571만원

E 학교 호주 브리스번 약 368만원 약 280만원 약 648만원



둘. 주변 유럽 국가로 이동 용이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꿈꾸는 유럽 여행! 한국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과

거리이지만 몰타에서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의 주

변 국가 여행이 가능하다. 터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거의 대부분의 유

럽 국가가 3시간 안팎으로 근접해 있다.

예) 루카(몰타) <-> 베로나(이탈리아): 약 30만원

2017년 10월 기준 국적 비율

미국 EC 뉴욕 센터
기타 17%, 한국 17%, 일본 15%, 터키 11%, 
브라질 10%, 스위스 9%, 대만 8%, 이탈리아

5%, 태국 4%, 프랑스 3%, 독일 3%

캐나다 EC 밴쿠버 센터
한국 22%, 브라질 16%, 일본 14%, 스위스

14%, 기타 11%, 멕시코 5%, 독일 5%, 콜롬
비아 4%, 터키 3%, 대만 2%

영국 EC 브리스톨 센터

사우디 18%, 기타 18%, 터키 13%, 한국
13%, 이탈리아 10%, 스페인 7%, 스위스 6%, 
브라질 5%, 쿠웨이트 4%, 콜롬비아 3%, 프랑

스 3%

몰타 EC 센터
기타 19%, 터키 13%, 일본 12%, 이탈리아

11%, 브라질 9%, 프랑스 8%, 스위스 7%, 러
시아 7%, 스페인 5%, 독일 5%, 한국 4%

필리핀 한국 40%, 일본 30%, 대만 20%. 기타 10%



넷. 따뜻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몰타는 연중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1년 365일 중 300일 정도가 맑다. 

4~11월은 일조량이 풍부하며 여름에도 맑고 건조하다. 12~2월의 겨울 역

시 13~15℃를 유지하여 공부와 생활에 최상의 날씨를 자랑한다. 또한 지중

해의 섬이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국가 Top 30에 들만큼 안전하다.

다섯. 비자 발급 용이

우리나라는 몰타 정부에 비자 면제국으로 가입되어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

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별도로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 컨펌 레터

(숙소 포함)와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몰타에 입국하여 입국심사관에게 도장

을 받으면 이때부터 90일간 체류 가능한 관광 비자가 주어진다. 그 이상 체류

를 원하거나 장기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몰타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

<주의> 

몰타는 한국인이 적어 외국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활발한

성격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장기 어학연수를 희망할 시에는 몰타+영국의 2

개국 어학연수를 추천한다.



지금은 필수! 스펙 플러스, 제3외국어 정복

국내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모집 시, 제3외국어 능력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제3외

국어의 공인시험 성적이 영어와 동일하게 인정 받고 있다. 다양한 제3외국어

중에서도 활용 범위와 전망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어에

주목하자.

수요가 급증하는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전세계 21개 국가의 모국어이자 현재 UN의 6개 공용어 중 하나

로 미국에서만 2,500만 명이 일상어로 쓰는 명실공히 제 2의 글로벌 공용어

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지역의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직원들

에게 스페인어 배우기를 권장하는 등 영어와 동시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

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미국 인구 중 히스페닉계

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므로 미국에서도 스페인어 가능자가 취업 시 우대

받는 등 스페인어가 희소성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제 3외국어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유학네트 추천, 외국어 학교

혁신적인 어학수업을 제공하는 EF

위치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및 영어권 국가 포함 총 16개국

EF는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사립 교육기관으로 16개국에 44

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할 수 있다. 스포츠,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 주말 여행 등 엄선된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18개 레



벨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인 맞춤형 학습법을 통해 4~6주마다 한 단계씩 레벨

이 향상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이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무료 수업

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 합리적인 비용의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립 언어교육기관 중 하나로 최고의 언어교육 제

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EF Efekta)을 통해 빠른 실력 향상

✓ 온라인 커뮤니티 My EF로 영어학습은 물론, 친구를 사귀는 기회 제공

✓ 센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턴십 제공



UN의 공용어, 프랑스어

세계 65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UN 및 국제기구의 공무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지

만 191개 UN 회원국 중 55개 국가가 프랑스어권이라는이라는 사실. 그렇다

보니 프랑스어는 영어와 함께 UN 공식 상용어로서 그 파워가 막강하다. 프랑

스어는 패션, 요리, 제빵, 코스메틱, 순수예술(발레, 뮤지컬, 서양미술 등), 호

텔 매니지먼트, 토목공학 및 건설, 원자력 등의 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취업준

비생들에게 귀한 인재로 대접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이 된다.

유학네트 추천, 외국어 학교

전세계인이 모이는 그 곳 Eurocentres

위치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및 영어권 국가 포함 총 18개국



유로센터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어학교육 재단으로, 1948년 영국

본머스에 최초의 학교를 세운 이래 지난 70여 년 동안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8개국 언어 교육을 제

공해 오고 있으며, 매년 1만 5천명의 학생이 유로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해 오고 있는 만큼, 어느 영어학교보다도 다

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인 Eurocentres

Success System

✓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강의와 다양한 특별활동

✓ 양방향 화이트보드를 비롯한 현대적 교육시설 보유 및 친절하고 다양한

학생 서비스 제공

✓ EAQUALS(European Association of Quality Language Services)

의 설립멤버로서 최고 수준의 교육 제공

✓ 엄선된 홈스테이 알선



제3외국어,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안내

프랑스어 능력시험

DELF / DALF 시험

시험종류
DELF 

A1
DELF 

A2
DELF 

B1
DELF 

B2
DALF

C1
DALF

C2

난이도 입문 초보 실용구사 독립구사 자율활용 완성

응시자격 일반: 만 16세 이상/ 주니어: 중고등학생 만 16세 이상

점수구성

청취, 독해, 작문, 구술로 나뉘며 각 영역별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영역별 5점(DELF, DALF C1) / 10점(DALF C2), 총점 50점 이상 취
득시 합격

유효기간 없음(평생 유효)

스페인어 능력시험

DELE 시험

시험종류
DELE 

A1
DELE 

A2
DELE 

B1
DELE 

B2
DALE 

C1
DALE 

C2

난이도 입문 초보 실용구사 독립구사 자율활용 완성

점수구성
독해, 작문 영역(1그룹), 듣기, 회화 영역(2그룹)으로 구성/ 그룹별로

70% 이상 취득시 합격

유효기간 없음(평생 유효)



독일어 능력시험

Goethe Zertifikat (괴테 독일어능력시험)

시험종류 A1 A2 B1 B2 C1 C2

난이도 기초 자립 숙달

일반
Start 

Deutsch 
1

Start 
Deutsch 

2

Goethe 
Zertifik

at B1

Goethe 
Zertifik

at B2

Goethe 
Zertifik

at C1

Goethe 
Zertifik

at
C2:GDS

만 16세 미만
Fit in 

Deutsch 
1

Fit in 
Deutsch 

2

Goethe 
Zertifik

at B1
Junior

-

응시자격 Fit 1, Fit 2, B1J : 만 16세 미만/ 그외: 연령 제한 없음

점수구성
독해, 작문 영역(1그룹), 듣기, 회화 영역(2그룹)으로 구성그룹별로

70% 이상 취득시 합격

유효기간
전체 영역 응시 필수

총점 60점(SD1, SD2)총점 60점
=필기 45+구술 15(Goethe 

Zertifikat B2/C1)총점 30점
(Fit1)총점 40점(Fit2)

영역별 응시 가능 영역별 60점



제 3외국어를 현지에서 공부해야 하는 까닭

첫째,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언어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는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현

행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언어다. 또한 구조나 발음에 있어

서 한국어나 영어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된다.

둘째,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극복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통해 10년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받

았을지라도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국가를 직접

체험하며 현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언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습

득하는 길이다.

셋째, 24시간 노출 효과

영어는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서적 등을 통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제 3외국어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찾아서 보고 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는 자꾸 듣고 말하며 써보아야 실력이 향상된다. 현

지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해당 언어에 노출될 때, 빠른 실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ALPADIA Language Schools

위치 •프랑스 - 리옹
•스위스 - 몽트뢰
•독일 - 베를린, 프라이부르크

학교소개 유럽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프랑스어/독일어 학교이다. 모든 센
터가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과 쇼핑몰 등 각종 편의
시설과 가깝고, 유럽의 주요 관광지에 위치해 언어연수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ALPADIA Language Schools 
또는 가까운 시험센터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공인시험인
DELF/DALF, TCF, Zertifikat Deutsch, TestDaF, TELC의
시험점수를 취득하여 자신의 스펙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추천!

✓ 프랑스어 및 독일어 공인 시험 준비 과정 제공

✓ 유럽 표준외국어 등급(CEFRL)을 기준으로 레벨을 구성하여 어학 실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C Language Centres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몰타 – 세인트 줄리안스
•남아공 – 케이프타운

학교소개 ISO 9001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교육시스템 및 커리큘럼을 제
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ARELS와 영국 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14명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의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입학 시험을 통해 같은 수준
의 학생들로 반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유학네트 학생들만을 위한 ‘프리미어 영어과정(일반영어+일대일영어) 

제공

✓ 낮은 한국학생 비율과 높은 유럽학생 비율의 우수한 국적비율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F (Education First)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몰타 – 세인트 줄리안스
• 남아공 – 케이프타운

학교소개 초급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18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4~6주마
다 한 단계씩 레벨업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레벨
을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무료수업을 제공하여 EF 프로그램만
의 질적인 보장을 약속한다.

이래서 추천!

✓ 2018년 평창올림픽 파트너(다섯번째 올림픽 파트너십)

✓ 수업+숙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

✓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학습시스템 EF Efekta를 통해 빠른 영어 실력 향

상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merald Culture Institute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학교소개 더블린 외곽 조용한 부촌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로 ISO 9001을
획득한 실력 있는 학교이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고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더블린
에 개통된 도시형 철도인 트램 정거장이 학교 근처에 있어서, 시
내 중심에서 학교까지 6분 가량 걸린다.

이래서 추천!

✓ Google, Microsoft, Dell 등 유수의 기업에서 인턴십 진행

✓ 대부분의 특별활동비가 학비에 포함되어 경제적인 연수 가능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Eurocentres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골웨이
•몰타 – 엠시다
•남아공 – 케이프타운
•프랑스 - 파리, 라로셸, 앙부아즈
•독일 - 베를린
•이탈리아 - 피렌체
•스위스 - 로잔
•스페인 -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학교소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어학교육 재단으로 특히 유럽에
널리 알려져 유럽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영국의 명
문 영어교육기관 협회인 EAQUALS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래서 추천!

✓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인 Eurocentres

Success System

✓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강의와 다양한 특별활동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Galway Cultural Institute

위치 아일랜드 – 골웨이

학교소개 아일랜드의 소도시인 골웨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블린에서 약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다. 양질의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
교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객
서비스, 독특한 스타일의 영어 교과과정, 뛰어난 교사진을 제공
한다. 개설과정은 크게 영어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서 추천!

✓ 더블린보다 약 20% 저렴한 물가(Tourism Ireland 조사)

✓ 높은 교육 수준과 시험 합격률(80~90%의 Cambridge 시험 합격률)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학교소개 국가 별 교육기관에 의해 공인된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적 K+ 학
습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교습 방법을 자랑한다. 또한 일반영어
뿐만 아니라 시험준비과정부터 비즈니스영어 및 해외 인턴십과
정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래서 추천!

✓ 정기적인 시험 및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

✓ ACELS(교육과학부)가 인정한 유학생을 위한 영어



유학네트 추천 영어학교

LAL Language Centres

위치 •아일랜드 – 더블린, 코크
•몰타 – 슬리에마
•남아공 – 케이프타운

학교소개 미국뿐 아니라 영국,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다국적 영어학교이다. 균형 잡힌 국적비율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소규모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소규모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이래서 추천!

✓ 저렴한 학비와 낮은 한국학생 비율로 영어학습의 효율 극대화

✓ 영어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CAE(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에서 인증



아일랜드 & 몰타, 현지 이야기가 궁금하다

유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과 느낌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생

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유학네트 공식 특파원, 글로벌리포터가 전하는 이야

기를 소개한다.

아일랜드에서 집구하기

저는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가장 귀찮고 힘들었던 ‘집구하기’에 대해서 알려드

리려고 해요. 저는 아일랜드를 오기 전에 홈스테이 1개월을 신청하고 왔어요. 

그런데 홈스테이 비용이 750~800유로로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게

다가 홈스테이 위치도 랜덤이기 때문에, 저와 제 지인들 모두 학교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배치 받아서 교통비로만 한달에 약 80유로 정도가 빠지

더라고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연장하지 않고 집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는 혼자 지낼 방을 구했는데, 학원에서 첫날에 만난 한국인 친구와 마음이 맞

아서 같이 플랫을 렌트하기로 했어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랑 지내면서 영

어만 사용하며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렌트보다는 쉐어하우스나 룸쉐어를 찾

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도 한국처럼 부동산이 있어요. 하지만, 굳이 비싼 물가에 허덕이면

서 복비까지 주고 집을 구하자니 너무 억울해서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기로 했

습니다. 저는 한국의 ‘직방’ 어플과 비슷한 ‘daft.ie’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어

요. 집 주인이 직접 집을 올리기 때문에 중개 비용도 없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

으로 검색할 수 있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예요. 이용방

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지역, 위치, 방 타입, 가격 상한선 정보를 선택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집들이 검색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시면 집주인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메일로 연락을 하는데요, 답장이 올 때도 있고 오지 않



을 때도 있어요. 외국인에 학생 신분인 사람은 돈을 꼬박꼬박 지불할 수 없다

고 판단해서 답을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에게 답장이 오

면 일반적으로 집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시간에 집주인과 함

께 집을 구경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랑 친구가 갔던 시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여서 집구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 따기였어요. 친구랑 한 달 동안 열심히 발품 팔아가면서 집을

방문하고, 이메일도 50개는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좋은 집주인을 만

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일랜드는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집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글이 집을 구할 때 조금이나

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집 구하세요.

팔머스톤 김희연 리포터



몰타의 대표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하기

오늘은 몰타에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몰타는 제주도보다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어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시에 버스 기사에게 현금을 주거나 버스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사전에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

용하는 방법은 한국과 흡사합니다. 하나의 팁이 있다면 몰타는 구글맵이 활성

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글맵으로 가고 싶은 지역이나 가게를

검색한 뒤에 길 찾기를 활용하여 버스 번호를 확인한 뒤 버스 번호를 클릭하

면 그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있어요. 한국은 버스 어플을

하나하나 깔아야 하는데 구글맵 하나면 유럽 어디든지 행복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가끔 같은 블록에 버스정류장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버스정류장

을 잘 확인해주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정류장 옆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확

인하시면 됩니다. 몰타의 버스는 입출구가 앞에 붙어있는 형식과 한국의 버스

처럼 앞 뒤로 구분되어 있는 형식이 있는데요. 슬리에마를 통과하는 버스는

보통 입출구가 앞에 붙어있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런 버스가 온다면 지하철에

서처럼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차근차근 입장해 줍니

다.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드라이버에게 돈을 주면 되는데요. 이 때

가격은 2유로 입니다. 현금을 주면 드라이버가 영수증처럼 생긴 버스 티켓을

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절!대! 이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2시간 안쪽이라

면 무료로 버스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몰타의 버스를 이용하는 두번째 방법은 바로 버스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입니

다. 버스 티켓은 버스 티켓 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 부스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으므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2번 탈 수 있는 버스 티켓이

15유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티켓도 있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닐 일은 없겠죠?

개인적으로 15유로 버스티켓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물론 이 티켓도 2시간

환승이 가능해요.

슬리에마 강정호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