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를
위한 최적의
장소
코스 및 프로그램

웰링턴
오클랜드
뉴질랜드

캠벨어학원
캠벨어학원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영어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자원봉사와 스포츠
프로그램까지 제공합니다.

캠벨어학원은 1등급(Category 1,
최상위등급) 영어교육기관으로 14
주 이상 등록하는 학생들은 주당
20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캠벨의 학생들은 확실한 영어실력
향상을 이루어냅니다. 캠벨의 우수한
교수법, 정기적인 진단 테스트와 맞춤형
지원서비스로 학생들에게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최상의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캠벨은 전통적 일반영어와 시험대비반,
고입/대입 준비반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간표, 비용 및 등록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코스 별 안내를 희망하시면
다음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info@campbell.ac.nz
www.campbell.ac.nz
기타 정보
시작일: 매주 월요일
반 평균 학생수: 10-12명
(최대 16명)
코스기간: 2-48주 / 전체수강(full
time) 또는 부분수강(part time)
선택 가능

왜 캠벨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레벨: 초급-고급
연령: 13세 이상 (코스 별 상이)
전 교사 Cambridge
CELTA 과정 이수 이상

6주 이상 등록 시
웰링턴-오클랜드 캠퍼스
간 무료 교통편 제공

뉴질랜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캠퍼스: 웰링턴-시내 / 오클랜드교외해변
시설 (웰링턴):
• 무료 와이파이
• 학생 라운지 및 카페테리아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프로그램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1:1 수업 제공

친근하고 가족 같은
학습환경

• 도서관과 컴퓨터시설을 갖춘 		
학습센터
• 15개 교실과 영상실
• 카페와 식당 인접

웰링턴, 당신의 캠퍼스가
되다

오클랜드에서 살아보기,
공부하기, 그리고 즐기기

게이트웨이: 뉴질랜드의 중심에
자리해 북섬과 남섬을 연결하는 최상의
위치입니다.

삶의 질: 글로벌 컨설턴트 기업 머서
(Mercer)의 2014년 조사에서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3위’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시티: 웰링턴은 뉴질랜드
혁신의 중심지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첨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0위권에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안전도시’로 인증한
세계 유일의 수도입니다.
세계요리수도: 1인당 카페, 식당, 바의
개수가 뉴욕시보다 많은 식도락의
도시입니다.

금융의 중심지: 뉴질랜드 금융 및
경제의 중심지로 전문인력의 수요와
기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오클랜드에서는
대도시의 편리와 멋진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보트, 승마,
하이킹, 서핑, 패들보딩, 산악자전거를
1시간 이내에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웰링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웰링턴
공식 웹사이트
www.wellingtonnz.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클랜드 공식 웹사이트
www.aucklandnz.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edit: Chris Williams

코스 및 프로그램
캠벨 영어
일반 영어
의사소통, 여행, 업무를 위한 영어학습
코스가 학생들에게 가장 선호되며,
초급부터 고급 레벨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준비코스
고등학교 준비코스는 학생들이
뉴질랜드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영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초급부터 고급
레벨까지 있습니다.

이 코스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영어
실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발음, 쓰기, 비즈니스 영어를 위한 추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벨어학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매주 1:1 무료 언어
워크숍이 제공됩니다.
Campbell.ac.nz/english

아직 낮은 단계의 실력을 가진
학생에게는 주로 기초 어휘 향상과
의사소통역량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수한 실력을 지닌 학생들은 뉴질랜드
문화,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공부방법,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별
핵심어휘 등에 중점을 둡니다.
Campbell.ac.nz/high

IELTS 준비코스
이 코스는 IELTS 준비를 위한 것으로,
아카데믹 과정과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IELTS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언어역량 향상과
시험준비 모두를 균형 있게 달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Campbell.ac.nz/ielts

캠벨 영어 + 취업
인턴십 프로그램
캠벨어학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직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업무 경험과 함께 영어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캠벨의 대학진학 프로그램
캠벨은 IELTS 점수와 관계없이 빅토리아
대학교(뉴질랜드 수도 웰링턴 소재)
에 진학할 수 있는 뉴질랜드 유일의
어학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턴십 전문기관인
Intern NZ와 업무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인턴십 배치와 인턴십 전 과정 동안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캠벨 다이렉트는 IELTS 5.5 레벨
이상의 학생들이 빅토리아 대학교의
예비과정(Foundation Studies)
이나 캠벨과 협력관계인 다른 대학/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ampbell.ac.nz/intern

Campbell.ac.nz/direct

캠벨 교육
캠벨교육그룹의 캠벨어학원은 웰링턴
지역 내 진학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캠벨 교육 프로그램 및 진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으시려면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campbelleducation.co.nz

캠벨 영어 + 취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캠벨어학원은 지역사회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을 원하거나 자연/야외활동을
즐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캠벨어학원에서의
4주간의 영어학습과 4~8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합니다.
Campbell.ac.nz/volunteer

구직 서비스
낯선 나라에서 취업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기에,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위한 면접기술향상과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드립니다.
Campbell.ac.nz/jobhunter
MOJO바리스타 자격증
캠벨어학원은 뉴질랜드 대표 커피업체
중 하나인 Mojo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ampbell.ac.nz/barista

콤보스쿨
뉴질랜드에서 공부와 여행 모두
즐기세요!
훌륭한 4개 지역에 자리한 우수한 4
개 학교! 콤보스쿨은 영어를 공부하며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콤보스쿨로 뉴질랜드 내 2-4개 지역을
여행하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기에
공부와 여행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 간 이동 무료
수퍼콤보 프로그램(12주 이상)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학교 이동 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웰링턴
The Campbell Institute
www.campbell.ac.nz
오클랜드
Worldwide School of English
www.worldwideschoolofenglish.com
네이피어
New Horizon College of English
www.nhce.ac.nz
퀸스타운
Language Schools New Zealand –
Queenstown
www.languageachool.ac.nz
Campbell.ac.nz/combo

전체 코스 개요
코스
Campbell English

Campbell Pathways

Campbell English
+ Work

Campbell English
+ Sports

오클랜드

웰링턴

기간 (주)

최저 연령

레벨

•

•

2-48

14

Beginner to Proficiency

IELTS Exam Preparation

•

2-48

14

Intermediate to Proficiency

Cambridge Exam Preparation

•

12

14

Intermediate to
Upper Intermediate

Campbell Direct
University Pathway

•

12

17

Beginner to Proficiency

General English

High School Preparation

•

•

2-48

13

Beginner to Proficiency

Holiday Booster

•

•

2

13

Beginner to Proficiency

Demi Au Pair Programme

•

•

12 or 24

18

Upper Intermediate to Proficiency

•

4

16

Intermediate to Proficiency

Mojo Barista Training
Internship Programme

•

•

8+

18

Upper Intermediate to Proficiency

Volunteer Programme

•

•

8-12

18

Upper Intermediate to Proficiency

Rugby

•

•

4+

18

Elementary to Proficiency

Sailing

•

4+

14

Elementary to Proficiency

•

4+

16

Beginner to Proficiency

•

4 full-time
or 10 part time

20

Advanced to Proficiency

Combo Schools

Campbell Teacher
Training

Cambridge CELTA

Other Services

1:1 lessons

•

•

14

Beginner to Proficiency

Job Hunter

•

•

18

Intermediate to Proficiency

뉴질랜드 – 세계 제일의 유
원지

학생 지원 서비스

캠벨 가족이 되어보세요.

캠벨의 학생 지원 서비스 항목:

캠벨어학원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뉴질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신나는 경험과 친구를 사귀고
영어연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비자 신청 및 연장

뉴질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세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어실력
향상에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Campbell.ac.nz/for-students

• 진학 계획

• 은행 계좌 개설
• 휴대폰 – 무료 SIM카드 제공 및
캠퍼스 내 추가사용 서비스
• 학업 상담

• 보험 청구 신청*

시간표, 비용 및 등록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코스 별 안내를 희망하시면
다음 이메일로 연락하세요:
info@campbell.ac.nz

• 여행 상담
• 취업 지원
• 숙박 지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mpbell.ac.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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