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학습

오클랜드
(Auckland)
뉴질랜드

웰링턴 
(Wellington)
뉴질랜드

총 학생 수 80~120명

반 평균 학생 수
10-14 명 (최대 18명)

시설 
• 9개 강의실
•	학생용 키친
•	무료 와이파이
•	무료 차와 커피

총 학생수 130~190명

반 평균 학생 수
12-13	명	(최대	18명)

 시설 

• 12개 이상의 교실
•	스터디 센터
•	학생용 키친
•	무료 와이파이



campbell.ac.nz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2019

Campbell Demi Au Pair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고(주로 아이 도우미로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데미	오페어(Demi-au-pair)는	주당	최대	20시간	근무하고	
15시간	또는	20시간	영어	공부(예:	일반	영어,	PTE/IELTS/캠브리지	CAE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eneral English
커뮤니케이션, 업무 또는 여행에 필요한 영어 능력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영어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을 통해 어휘, 문법뿐 아니라 효과적인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캠퍼스  	 웰링턴/오클랜드
시작일 	 매주 월요일
기간 	 2~48주
영어 레벨  초급* 이상
연령  14세 이상

IELTS Exam Preparation
이 프로그램은 국제 학교나 고등 교육기관 수강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IELTS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적어도 한 장의 프랙티스 페이퍼(읽기, 쓰기 및 / 또는 듣기)
를 풀게 되며, 추가 비용 없이 말하기 연습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웰링턴/오클랜드
시작일  매주 월요일
기간 	 2~12주
레벨  중급	이상

연령  14세 이상

Campbell Pre-vocational
전문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캠벨에서는	본	
과정을	완료하고	공식	영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캠퍼스 	 웰링턴/오클랜드
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중급 이상
기간 	 12주
연령  16세 이상

Cambridge CELTA
CELTA(Cambridge Certificate to Adults)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전문 영어교사 자격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수법, 수업 진행 기법을 배우고 강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 CELTA는 영어 교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며, 이전 강의 경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캠퍼스 웰링턴

시작일 	 	4월 29일, 11월 4일(F/T),
또는 6월 29일(P/T)

기간 	 	4주(F/T) 또는 
10주(P/T)

영어 수준   고급 이상
연령  18세 이상

Cambridge Exam Preparation
이 프로그램은 캠브리지 CAE C1(상위레벨 영어 자격시험) 준비 과정으로, 철저한 시험 준비와 함께 언어 
능력 향상도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학생들은 실전 같은 시험 환경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볼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없이 매주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 웰링턴

시작일 	 2월 4일, 9월 9일
기간 	 12주
레벨  중상급 이상
연령 14세 이상

Campbell Pre-foundation
캠벨	어학원(Campbell Institute)	웰링턴	캠퍼스는	공식	또는	타	영어	점수	없이	빅토리아	대학	
웰링턴	학부	예비	과정(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Foundation Studies)	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과정입니다.

캠퍼스  웰링턴

시작일 	 	1월 7일, 1월 4일, 
6월 24일, 9월 16일

기간 	 12주
레벨  중급 이상
연령  16세 이상

Campbell Barista Training
웰링턴에서 캠벨은 Flight Coffee와 파트너쉽을 맺고 학생들에게 업계 기반 인증 자격을 제공합니다. 
캠벨 영어 강좌 전 과정은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웰링턴

시작일 	 	1월 7일, 1월 4일, 
6월 24일, 9월 16일

기간 	 4주
영어 수준  중급 이상
연령  16세 이상

캠퍼스 	 웰링턴/오클랜드
시작일 	 매주 월요일
영어 수준  중급 이상
연령대  18세 이상
가족의	가능일자에	따라	시작일	결정

PTE Academic Exam Preparation
이 프로그램은 PTE아카데믹(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교재와 연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웰링턴

시작일  매주 월요일
기간 	 2~12주
레벨 중급 이상
연령  14세 이상

* 학생 번호에 영어 과목이 없는 학생을 위해 웰링턴에서 초급 강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