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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소개
백오십만의 인구를 지닌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입니다.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철학적인
이 도시는 예이츠, 와일드, 쇼, 스위프트, 조이스,
오케이시, 베한 및 베켓과 같은 위대한 작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교적인 아일랜드
사람들은 낯 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인을 환대하는 전통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아일랜드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77년에 설립된 Linguaviva Centre는

더블린시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아한
조지 왕조 시대의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이

2

많은 현대적 설비를 사용하여 최고 수준으로

QE(Quality English)의 가장 오래된 회원이며

우아함과 스타일을 보존하기 위한 많은

Tourism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혁신되는 동안, 건물이 지닌 조지 왕조 시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Linguaviva의 많은 매력

MEI(Marketing English in Ireland)와 Dublin

중 하나는 이곳이 모든 주요 문화 구역과

학교는 각 학생에게 제공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있으며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학생의 숙식에 대한 전문적이고 개인화된 접근은

쇼핑 중심지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것입니다. 학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영어 언어 학교 중 하나이며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Linguaviva는

영어 언어 교육에서 ACELS,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정부 교육 기술 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Dublin 중심부 내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과 각

Linguaviva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유능한 손길과 친절한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Linguaviva Centre로 와야 합니다.

BROCHURE

• 일 년 중 언제라도 입학 가능
• 임의의 학습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고

광범위한 코스 중에서 여러분에 적합한
코스를 선택 가능

• 소규모 클래스 : 아침에는 최대 12명,
오후에는 15명의 학생 수

• 정규반, 파트타임 반, 준 속성반 및
속성반 코스가 가능

• 초급에서 고급까지 모든 수준의 학습을

일 년 내내 제공. 특정한 기간에는 초심자
클래스 이용 가능

• 특정한 전문직, 비즈니스 또는 문화적

흥미를 가진 학생을 위한 개인 및 소그룹
교습

• 학생을 위한 온라인 반 편성 테스트
• 뛰어난 교내 학습 및 레저 시설
• 성공적으로 코스를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 발급

“

훌륭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제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해 110% 만족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Linguaviva에서의 생활은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 아일랜드의 환대는

“

왜 Linguaviva Centre를 선택할까요?

다른 어느 곳이나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공부하거나, 그저
커피 한잔을 하기 위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Lutz, 독일

3

Linguaviva Centre가 교수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 개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특히 강조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강의 및 수업
계획을 따릅니다.
• 다년간의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EFL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아일랜드에 머무는 동안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매우 의욕적이며, 개별 학생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교에 머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4

“

“

•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최신의 현대적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 매우 창의적인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수업이 아주 즐겁습니다.
Dusan, 오스트리아

“

“

우리의 선생님들은

만약 어렸을 때 이 선생님을
만났다면, 저는 더 영어를 잘
했을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Stephane, MSF 프랑스

BROCHURE

그룹 코스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스 X, X+Z 또는 X+Y의 정규
코스 참여를 희망합니다. 몇 몇 학생들은 휴식,
자습, 더블린 탐사, 다른 학생들과의 교유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그래도 오후 활동이나 자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이들은 코스 X를

오후의 일대일 수업과 함께 조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습을 위한 개인 시간표가 학생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선호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하거나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안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당 26시간, 또는 30시간의 보다 집중적인
코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코스 X를 아침에,

코스 Z 나 Y를 오후에 배치해 조합할 수 있고

정규 수업은 가을과 겨울에 평균 8~9명의
소규모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이 코스는

구어체를 특별히 강조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네 가지 기술 모두를 다룹니다. 정보
격차 활동, 시뮬레이션, 역할 놀이, 토론 및

논의와 같은 교육 기법이 언어를 유창하게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 Z : 주당 6번의 수업
주당 2회 오후(14:00 – 17:00) (
최대 15)
코스 X+Z : 주당 26번의 수업
월요일 – 금요일 아침(09:00 –
13:00) (최대 12) 주당 2회 오후
(14:00 – 17:00) (최대 15)

코 스

종합 영어

가 이 드

코스 X : 주당 20번의 수업
월요일 – 금요일 아침(09:00 –
13:00) (최대 12)

코스 X+Y : 주당 30번의 수업
월요일 – 금요일 아침(09:00 –
13:00) (최대 12)
주당 3 – 4회 오후(14:00 – 17:00)
(최대 15)
코스 S : 주당 20번 수업의 그룹
수업과 추가로 6번의 개인 교습
아침(09:00 – 13:00)만 가능 (최대
12)추가 : 주당 2회 오후에 6번의
개인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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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훈련
• 비 영어권 강사를 위한 재직 중 강사 코스

코 스

가 이 드

• 아일랜드 역사, 문화 및 문학 특화 코스
Linguaviva Centre는 영어 강사 훈련을 위한 강사
훈련 코스를 운영합니다. 이들 코스는 자신들의
영어 수준을 끌어 올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고자 하는 영어 강사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들 코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강사들은 최소한 CEFR상의 B2 등급을 소지해야
합니다.
코스는 강사들에게 자신들의 영어 경쟁력을
향상 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재의 교수법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접근법과 방법론을
시험하고,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스의
교수진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최고 수준의 자격
보유자들입니다.
오후에는 코스 참가자들이 사회적이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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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녁 활동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코스는
코스는
배치될

당 최대 학생수는 15명입니다. 이들
최소한 6명의 참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일년 동안, 종료된 그룹에 대해 새롭게
수 있습니다.

양쪽 코스들은 EU Comenius and Gruntvig
데이터베이스에 인가되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아일랜드 국가 기관 웹사이트 :
www.schooleducationgateway.eu/en/pub/
profile.cfm?do=organisation&id=2130

비영어권 강사들을 위한 재직 중 코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www.schooleducationgateway.eu/en/

pub/teacher_academy/catalogue/detail.
cfm?id=2599

아일랜드 역사, 문화 및 문학 특화 코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www.schooleducationgateway.eu/en/

pub/teacher_academy/catalogue/detail.
cfm?id=2600

Linguaviva Centre 웹사이트 www.linguaviva.
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BROCHURE

코스 Z와 결합된 오페어 프로그램
25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을 위한 오페어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장기간 머물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Linguaviva Centre의 오페어 코디네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

것이며 오페어 및 가족 양쪽에 대해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가정을 발견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았고
잘 지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은 환상적이었습니다!

“

Rocio, 스페인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족들은 사무실에 있는 파일에서 지원자 중

오페어를 선택합니다. 지원자는 흥미를 보인

가족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페어는 보육과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과 신중하게

• 오페어는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영어에 대한 뛰어난 기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육에 대한 자격증, 또는 경험이

요구되며 지원자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 오페어는 Linguaviva Centre의 수업(

코스 Z)에 주당 2회 참여해야 하며 특별

오 페 어

유럽 및 비유럽권 국가에서 온 18세에서

요금으로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학교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휴가가 아니고
공부와 즐길거리 양쪽을 위한 자유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페어

지원자는 자신들의 지원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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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드

이 코스는 2주 동안 주당 20번의 수업으로

코 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영어(esp)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이 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명의
학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중급

이상의 영어 수준이 필요합니다. 이 코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개인 교습 또는 소 그룹:
• 회의, 협상, 전화 응대 및

프레젠테이션 등의 비즈니스 기술

• 언어 기술 – 발음 및 전문용어 관련
능력의 향상

• 실전 듣기 – 받아쓰기의 필수적인
기술에 집중

• 보고서 작성을 포함해 구어 및 문서
양쪽의 정보 요약

• 사회적 상황 – 사회적인 고객/동료,

리셉션 개최 및 특정한 주제에 관한
토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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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집중적인 영어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방식입니다. 코스들은

개인, 또는 소그룹 기반으로 연중 어느 때라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는 이들 코스는 이미 대단히 성공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선택된 교재가 사용됩니다. 수업들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BROCHURE

시험: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기회를 갖습니다. 학교는 Cambridge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험에

Linguaviva Centre의 학생들은 다양한 시험을
First Certificate, Cambridge Advanced, 그리고
Cambridge Proficiency 시험에서 매우 뛰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 디렉터는 평가와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inguaviva의 직원들은 이들 시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OEFL, TOEIC 또는 CPE와 같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시험 대비에 지원을
받으며 교재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Linguaviva는 TIE (Test of Interactive English)
및 ETAPP (English Test for Academic and

Professional Purposes)의 시험 센터입니다.
양쪽 시험은 ACELS,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정부의 교육 기술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험의
장점은 이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 더 유연하고

자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교실, 장비 및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학교는

듣기 연습을 위해 CD 플레이어와 오디오 CD를

제공합니다. 사전 및 기타 멀티미디어 교재들은
학생의 요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시 험

시험들은 연중 정기적으로 치러집니다.

자습 :

여기 머무른 시간은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개인
수업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데에 감사합니다.
Marta, 폴란드

“

PET, FCE, CAE 및 CPE와 같은 케임브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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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선택
매일매일의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말을
숙 박

유창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은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Linguaviva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호스트
패밀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모든 숙소는 학교의
숙소 담당관에 의해 계속해서 검사되고

모니터링됩니다. 호스트 패밀리는 더블린의

가장 좋은 거주지에 거주합니다. 아일랜드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은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집중을 보장합니다. 학생들은 아일랜드

가정생활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많은 학생과 호스트 패밀리간에
지속적인 우정이 맺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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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패밀리에서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싱글 룸(또는 선택된 숙소에 따라
트윈룸)
• 세끼 식사 제공의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침 식사, 점심 도시락,
저녁 식사, 그리고 주말의 모든 식사.
두끼 식사 제공의 옵션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또한 주말의 가벼운 점심이 포함됩니다.
• 학습 시설, 예를 들어 침실의 책상
• 겨울 동안의 충분한 난방
•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요청되지 않는 한 동일한
가족들과 생활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페밀리와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자취, 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호텔 숙박이 요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대학
캠퍼스 숙박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 중심부
체류 및 아파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OCHURE

“

“

Daniel, 스위스

공항 교통
여러분이 더블린 도착에 대해 긴장을 느끼고 있다면, 학교에서 공항 교통을 제공할

숙 박

저의 뛰어난 숙소는 별 다섯 개로도 모자랍니다. 저는
저의 호스트 어머니에게 최소한 다섯 개의 하트를 드려야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항 홀에서
픽업되어 선택된 숙소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가격 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가격 리스트에 “교통”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교통편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집으로 가는 이른 시간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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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 / 문 화

사회적 및 문화적 활동…
학교는 매주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Linguaviva Centre의
대리인에 의해 인솔되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 더블린 성
• 킬마이넘 감옥
• 트리니티 대학
• 기네스 방문자 센터
• 더블린 작가 박물관
• 더블리니아
• 국립 미술관
• 국립 박물관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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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학생들은 주말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곳을 방문하는 종일 및 주말여행이

준비되어 있으며 경험 많은 투어 가이드에

의해 인솔됩니다. 자신들 스스로 주말 여행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관리 직원에 의해
지원을 받습니다. 직원은 교통수단, 숙소 및
아일랜드 전역의 흥미로운 장소들에 대한
조언을 기쁘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타 과외 활동:
• 매일 오후 학생 라운지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상영됩니다. 많은 학생이
휴식을 취하고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를 가지려고 이 기회를
활용합니다.
• 야간 술집과 저녁 야유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사교와
교제를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저녁 야유회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Irish Dance Party입니다.
• 학생들은 바쁜 도시를 경험해 보거나
Howth, Bray와 같은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된
도보 여행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 / 문 화

Glendalough, Kilkenny 및 Newgrang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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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다양한 시설들…

시 설

•학교 정문에 바로 위치한 버스 정거장
•뛰어난 대중교통 연계(LUAS 전차,
DART 철도 및 버스)
•넓은 교실
•DVD가 내장된 TV를 갖춘 교실
•모든 교실에서 CD 플레이어 사용 가능
(듣기 시험 기술을 연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사용 가능)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실 및
보조 학습 교재, 시험 교재 등.
•모든 코스에서 강사에 의해 사용되는
노트북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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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평면 TV와 추가적인 컴퓨터를
갖춘 학생 라운지
•학생 라운지의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차, 커피 및 간식
•연구, 과제 또는 프로젝트의 완성,
e-메일 확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완비된 컴퓨터실
•학생들이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개인 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모든 교실
및 공용 구역에 WiFi 이용 가능
•오디오 북, 인기 있는 월간 잡지 및

신문을 갖춘 도서관
•탁구, 에어 하키, 스누커/당구 및
푸즈볼 테이블을 포함한 게임 룸
•테이블, 의자, 파라솔, 식물 및 연못이
있는 파티오 구역

BROCHURE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주소 및 생일을 포함하여 예약 양식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양식을

학교 e-메일로 보낼 수 있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www.
linguaviva.com/booking-index.htm
• 코스를 선택합니다.
• 숙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기입합니다.

• 공항 교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편 정보를 기재합니다. 아직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완성된 양식을 보내고 나면 즉시 예약 비용

€150를 송금합니다. 예금은 우리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도 있고 온라인 예약

• 모든 학생은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기 전에
건강 및 개인 보험 양쪽을 소지할 것을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도 있습니다.

권장합니다.

이 비용은 환급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등 록

• 여러분의 완전한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총비용에서 공제됩니다.

• 예약은 우편, 팩스, e-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신다면 예약, 또는 전체 비용을

비자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아일랜드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약

The Linguaviva Centre Ltd

양식을 팩스로 보낸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아일랜드, 더블린 2,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직접 송금해야 하며 송금

영수증을 양식과 함께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완성된 양식과 예약 대금을 받는

즉시, 학교는 여러분의 코스에 관한 확인과
호스트 패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Lower Lesson 로 42번지
 전화:


팩스:

 E-메일:
 웹사이트:

353-1-6789384.
353-1-6765687.

info@linguaviva.com

www.linguav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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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LIN

45 Lower Leeson Street, Dublin 2, Ireland
www.linguav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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