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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시험 준비반:
이 집중 과정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춘 강사진들이, 학생들이 인증서 또는 
실력향상에 필요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잉글리쉬 센터:  
저희 어학원은 캐나다 빅토리아와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명문 학교입니다. 저희 어학원은 각 
센터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놀자”라는 공통의 영어교육철학을 
공유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영어와 
아카데믹영어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엑티비티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일반영어과정: 
저희의 우수한 일반영어과정은, 초급 또는 고급 영어 
구사자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스킬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일반영어과정의 목표: 
>  말하기, 듣기 및 대화 능력의 향상

> 실용적인 문법 구조에 대한 지식 향상

> 어휘력을 늘리고 발음 기술을 향상

> 다양한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우기

진학영어:
GV EAP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문대학, 
대학 입학과 고등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GV 센터는 학생들이 필요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평가가 
실시됩니다.

단체투어: 
저희 학원은 연중 언제든지 모든 GV 센터에서 
청소년, 성인 또는 전 연령이 섞여있는 그룹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체의 요청 
및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북미 2개 
도시에 위치

 50 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

1000명 
이상의 학생들 

의 만족도

글로벌 빌리지 잉글리쉬 센터

추가적인 프로그램:

주니어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English for Academic Pathways (EAP)

> Cambridge Preparation (FCE/CAE) 
> IELTS Preparation 
> TOEFL Preparation 
> TOEIC Preparation 
> TESOL 
> CELTA

> 50 + Summer/Winter Programs

> Teen Activity Program (TAP)

> Summer Teen Activity 
> Winter Teen Activity 
> Parent and Child 
> Parent and Teen 

> Business English / 
 English for Business

> Power Speaking 
> English + (Activities)

> English Pro

> Global Competence Certificate (GCC) 
> Gap Year / Gap Semester

> Private & Semi-Private Lessons

> High School Preparation

> Cambridge Young Learners 
 of English (YLE)

> Cambridge Teen Learners 
 of English (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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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탠다드
주당  

20 레슨,  
기본과정

인텐시브
주당  

25 레슨, 
선택수업 1레슨 포함

수퍼인텐시브
주당 

25레슨,  
선택수업 2레슨 포함

하와이

방학영어
주당   

16 레슨, 
월요일-목요일

스탠다드
주당  

20 레슨, 
월요일-금요일

인텐시브
주당  

25 레슨,  
선택수업 1레슨 포함, 

학생비자필수

일반영어과정

일반 영어, 진학영어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 매주 개강 가능

매주 월요일 개강 가능

CAMBRIDGE

TOEIC
TOEFL  
(iBT)

GV 
레벨

CEFR* 동등 일반 아카데믹  
(IELTS)

비즈니스 
(BEC)

GV8 C2 숙련 C2 Proficiency (CPE) 7 900-990 110-120

GV7 C1 고급 C1 Advanced (CAE) 6.5 Higher 800-899 98-109

GV6 B2+ 중상급 B2 First (FCE) 6 Vantage 700-799 87-97

GV5 B2 중급 B2 First (FCE) 5.5 600-699 57-86

GV4 B1+ 중급 1 5 500-599

GV3 B1 중급 B1 Preliminary (PET) 4 400-499

GV2 A2 중초급 A2 Key (KET) 3 250-399

GV1 A1 초급 1-2 100-249

참고 : 이 차트는 대략적인 가이드로만 사용됩니다. 코스 등록 가능 여부, 입학 레벨 및 코스 기간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각 센터는 수업 첫날에 실시되는 종합적인 구두 및 

필기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학생을 각자 맞는 레벨에 배치합니다. GV 레벨 완료 기간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어에 대한 공통 유럽 기준 체계  1. IELTS 수강가능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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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업 주중 수업형태 비자유형 주당수업시간

16 화-금 파트타임 VW or TV 13hrs 20m

20 월-금 파트타임 VW or TV 16hrs 40m

25 월-금 + 옵션  풀타임 F1 학생비자 20hrs 50m

1레슨 = 50 분

파트타임 = 주당 18 시간 미만

풀타임 = 주당 18 시간 이상

VW = 비자 면제, TV = 관광 비자

특별과정을 개설하려면 최소 6 명의 학생이 필요.

추가 코스 정보 (하와이)

프로그램 스케줄

하와이 센터 스케줄

요일 세션 시간 수퍼인텐시브 인텐시브 스탠다드

월요일 
- 

금요일

오전수업 1 08:45 – 10:25

주당 

30 
레슨

주당 

25 
레슨

주당 

16 레슨
휴식시간 10:25 – 10:40

오전수업 2 10:40 – 12:20

점심시간 12:20 – 13:05

월요일- 
- 

목요일

선택수업 1 (5 수업) 13:05 – 14:10

휴식시간 14:10 – 14:25

선택수업 2 (5 수업) 14:25 – 15:30

대체 일정, 웹사이트 참조

오전수업 옵션 오후 수업

8:30 – 10:10  •  휴식시간  •  10:30 - 12:10 12:20 - 13:10 13:20 – 15:00 •  휴식시간  •  15:20 – 17:00

중급-고급 / 레벨 5-8 문법 

대화

발음

단어

토플준비

토익준비

고급영문법

캠브리지 부스터

아이엘츠

...등등

초급-중급 / 레벨 1-5

일반영어과정 (GEP) 

잉글리쉬 프로

캠브리지 준비과정

캠브리지 청소년 영어과정

캠브리지 어린이 영어과정

일반영어수업: 

언어 사용, 커뮤니케이션, 통합영어

일반영어과정 (GEP) 

잉글리쉬 프로

일반영어수업: 

언어 사용, 커뮤니케이션, 통합영어

참고 : 수업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센터 일일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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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웨이와 연계대학

파트너패스웨이

새로운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 목록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V 패스웨이 담당자에게 문

의하거나 info@gvenglish.com로 문의하십시오.

직업 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 INTO 패스웨이 프로그램
대리점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Berkeley College, Manhattan

Bow Valley College

Camosun College

Canadian Institute of Mgmt. & Technology

Canadian Tourism Colleg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orpus Christie College

Coquitlam College

Cypress College

Douglas College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Foothill and De Anza Colleges

Georgian College

Hawaii Community College

Hawaii Pacific University

Humber College 

Kapi’olani Community College

Kauai Community College

Lakehead University

Lambton College of Appl. Arts & Tech

Laurentian University 

Leeward Community College

Niagara College

North Island College

Pacific Oaks College

Royal Roads University 

Saint Mary's University 

SAIT Polytechnic 

Saybrook University

Sheridan College 

St. Clair College 

The King’s University

Thompson Rivers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University Canada West

University of Regina 

University of Victoria (Cont. Studies)

Vancouver Institute of Media Arts (VANARTS)

Yorkville University

Brock University 

Trent University 

University of Lethbridge 

University of PEI 

대리점
INTO - Colorado State University

INTO - Drew University

INTO - George Mason University

INTO - Hofstra University

INTO - Illinois State University

INTO - Marshall University

INTO - Oregon State University

INTO - Saint Louis University

INTO - Suffolk University

INTO - The University of Alabama

INTO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INTO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대리점
Art Institute of Vancouver

Acsenda School of Management

John Casablancas Institute

La Salle College Vancouver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Sprott Shaw Community College

Toronto Film School

Vancouver Film School

대리점
Glenlyon Norfolk School

Calgary Board of Education

Greater Victoria School District

Queen Margaret’s School

Saanich School District

Shawnigan Lake School

Sooke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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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홈스테이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침대, 책상 + 독서등이 있는 개인실

>  가정식 요리와 함께 홈스테이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녁식사시간 

>  주말 가족 여행 기회

>  공항 픽업 및 환승 옵션

>  24시간 긴급전화번호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놀자 !

GV 360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매월 최소 20 가지의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엑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나요? 

GV의 숙박팀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GV 홈스테이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하며 안정된 환경과,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엑티비티 코디네이터는 각 센터의 개성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엑티비티를 제공하는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GV 센터마다 매달 새롭고 다양한 캘린더가 
게시되므로 각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V 360º  
퍼스널케어

  
안전한 환경에서의 

현지 문화

또한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기숙사, 호스텔도 가능합니다!

숙박

엑티비티 – 문화. 스포츠.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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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후기

“수업은 항상 신나고 재미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있다고 느낄 새도 없이 
배워요. 수업 중에 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정말 아무 문제없이 영어를 
말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와이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곳 이예요! 문화, 생활, 
학교, 사람-모든 것이 완벽해요. 제가 다시 공부하러 올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GV 하와이로 올 거예요.” 

- 조지, 멕시코

“저는 홈스테이가 너무 좋았어서 GV 빅토리아 에서 공부할 때의 저의 삶이 
그립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고 학생들은 매우 친근해요. 항상 저를 
지지해주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 만난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 치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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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GV가 공부하기에 더 좋은 곳일까요?

이상적인 위치와 훌륭한 시설
훌륭한 선생님들
다양한 국적비율
English only 정책: 100 % 영어 환경
개인 맞춤형 친절한 학생 지원
다양한 선택 수업들
만족도 높은 숙박 옵션 다양
무료 인터넷 및 와이파이
소규모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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