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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안내

로즈오브요크 어학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Rose of York

Welcome to Rose of York

왜 로즈오브요크를 선택하는가
런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즈오브요크는 런던의 중앙에 위치한 매혹적이고 친근한 영어
어학원으로 26 년 넘게 우수한 영어 수업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어학원은 학생 여러분들이 즐겁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들이 탁월하고 능숙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여 런던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수준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어학원은 1989 년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학생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영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 런던을 마음껏 느끼며 직접적인 현장 체험을 통하여
영국 문화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04

세심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실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별 과정에서 항상 학생과 함께 합니다
보다 친근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어학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의 학생들과 사귀며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반자 입니다.

로즈오브요크는 런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풍부한 문화 체험의

로즈오브요크는 영국문화협회 및 자립형 학교 사찰단(ISI)의 인증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영어 학습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동기

획득하였으며 English UK 의 회원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체계화되고

부여는 물론 실용적이고 흥미로우며 강사와 학생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한 검증된

전문화된 생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게되어 나름대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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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안내

어학원 시설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Our Facilities

Our Facilities

로즈오브요크는 밝고 편안하며 친근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시설은 여러분의 학습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전용 학습공간
최고 수준의 편안하고 현대적인
교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학습 공간
다양한 책들과 DVD 및 컴퓨터가
구비된

도서관에서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
간단한 음식 및 음료수와 함께
친구와 대화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어학원의 모든 지역에서 무료 WiFi 를 이용하여 언제나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이 가능합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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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안내
로즈 오브 요크는 무엇이 다른가?

코스

Our Courses

Our Courses

가르침에 대한 열정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교육 전반에 걸쳐 언제든지
학생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양한 코스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코스와 숙박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문화 환경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런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모든 문화
시설이 가까운 인근 지역에 모두 있으며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설계 되었으며 정확하고 실용적인 언어 교육을

재미있는 학원 외 활동

보장해 드립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함께 런던을 탐구하며 영국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in Rose of
York for almost one
year and I really
enjoyed this time. I
like the qualit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members of staff
and of course the
interesting and
enjoyable social
events. I have learnt
a lot and really
improved my
English and have
become more
confident with my
English.
I would, of course,
recommend this
school to my friends
and peers.
Aizhamal,
키르기스스탄

모든 수업은 관련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에 의해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Beginner
Pre – A1

Elementary

A1

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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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Intermediate

A2

2–3

2

Intermediate

3

Upper Intermediate

Advanced

전 세계로부터 온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사귀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Proficiency

B1

B2

C1

C2

3.5 – 4

4–5

5 – 6.5

6.5 – 8

8–9

KET

PET

FCE

CAE

CPE

4

5

6

7

8

9

10

글로벌 네트워킹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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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일반 영어
정기 평가

평균인원 12

General English

General English

수업 정원

최대인원 16

10 주 단위로 진행되는 각 레벨 기간 중 정기적으로 중간
평가(5 주 후)와 기말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발전 수준을

수업시작일
매주 월요일

평가 받게 되며 기말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Levelup 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레벨
A1 ~ C2
수업일
월요일~
금요일

일반영어코스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서 영국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언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I have attended at
Rose of York for
over 3 weeks. Our
teacher is fantastic he can teach
English
in a funny way and
this is great! I
learned a lot about
English grammar
and vocabulary.

일반영어 코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전수업

•

즐겁고 재미있는 의사 소통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매일의 일상 생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

지기를

원하신다면

09:00 12:15
오후수업
13:45 17:00*
*집중강화코스

학생들이 각 개인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 시켜

원활한

수업시간

(Booster
Class)포함

자신있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영어코스가 최적입니다.

언어의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교사 진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계획, 설계하여 어휘, 문법, 발음, 말하기, 쓰기, 읽기,

이탈리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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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등 언어의 모든 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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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안내

집중 강화 코스
Booster Classes

Booster Classes

집중 강화 반

자신의 영어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가속화 할

여러분은 매일 하나 또는 두 개의 집중 강화 반을 선택하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수강

If you are foreign
and you want to feel
comfortable in
London, studying
here is the best way
to learn and to meet
new friends.

최대인원 16
수업시작일
매주 월요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탐구하며 유창한 회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정규 코스 외에
집중

강화

코스를

수강해

보기를

권합니다.

두 개 코스 동시 선택 가능
기존의 정규 코스 이외에 하나 내지 두 개의 집중 강화
코스를 동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Booster Class

코스에 추가하여 발음 집중 강화 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업정원

회화 강화 반

실용적이면서 유용한 코스입니다.

들어 자신의 영어 발음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정규

요구를 보다 빠르고

정규 과정

능력을 이끌어 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코스이며 매우

부분에 대한 집중 강화 과정을 우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목표와

평균인원 12

각 개인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잠재적인 학습

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함으로써 자신의

다양한 화제와 재미있는 상황극을 통하여
여러분이 유창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습관적인 실수나 잘못된

레벨
A1 ~ C2
수업일
월요일 ~
금요일
수업시간
Booster 1
12:55 13:40
Booster 2
13:45 14:30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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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과정 고급 비즈니스 강화 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강화 코스입니다.

영작 기법

본 과정은 여러분의 영작 기술을 신속하게

수업정원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작문 집중 강화

평균인원 12

반입니다. 실생활이나 업무상, 학술적으로

최대인원 16

필요한 영작 기술을 신속히 향상 시킬 수

상담 및 협상기술, 전화 영어, 특정 목적의 작문 (예를 들어 Email, 메모,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작문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 등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여러분의 업무 목표 달성 및 향후

Booster Classes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기술과 관심 분야의 업무

Booster Class

Booster Class

Booster Classes

정규 과정

수업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단락의 구성, 에세이 분석, 구두법에

A1 ~ C2

초점을 맞춰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장을

수업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정규 과정을 보완하여 여러분의 작문에

정규 과정

대한 자신감을 길러드립니다.

발음 집중 강화 반

문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원어민
수준의

부드러운

억양과

발음을

원하시나요?

정규 과정

발음 집중 강화 반을 수강하시면 우리의
전문 교사진이 다양한 화제를 기반으로
한

모임이나

그룹

활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고 정확한
발음 및 억양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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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er 1
12:55 13:40
Booster 2
13:45 14:30

싶으신가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Booster Class

프랑스

Booster Class

I really like the
ambience and the
fact that students
come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The teachers really
seem to enjoy doing
their job. I’ve
learned so much
about British
culture and grammar
too.

정확하고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하고

수업시간

시험 기법

여러분이 영어 능력 시험이나 IELTS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과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수한 교사진들이 여러분의
읽기, 듣기, 말하기 및 쓰기의 모든 기술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만족할만한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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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안내
본 과정의 목표

비즈니스 영어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개발해 드립니다

•

전화 영어나 프레젠테이션, 공식 이메일 작성과 같은 특정한 비즈니스 주제에
관한 어휘나 기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Business English

Business English

•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 및 필요 사항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영어의 지식과
통찰력을 향상시킵니다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현실적인 역할 놀이를 통하여 수업을

다양한 상거래에 적용되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어떠한
비즈니스 상황 하에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정원
평균 인원 8
최대 인원 16
수업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B1 ~ C2
수업일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월요일 ~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과 기능 개발에 초점을

금요일

맞추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또한 이 코스를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는 물론 상대방의 의견 및
업무 처리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조합 선택
정규 과정을 보완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 능력을 키우고

Rose of York is in a
great location as it is
so near from Oxford
Street, the tube
station and the BBC.

오전수업
09:00 12:15
오후수업
13:45 17:00
*집중강화코
스(Booster

일본

Class)포함

싶다면 비즈니스 영어와 비즈니스 숙련 코스를 함께
수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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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시험 준비코스
평균인원 8
최대인원 16

IELTS Preparation

IELTS Preparation

수업정원

수업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B1 ~ C2
수업일
월요일 ~
금요일

IELTS 시험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 테크닉을

이 코스의 목표

구비하고 자신있게 준비한다면 목표로 하는 점수를

•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합니다

반드시 얻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

학술적인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이 과정은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2~3 분 동안의 연설이 가능하도록 어휘와 기능을

System)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요한 기술, 기능 및

연구합니다.

언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수업시간
오전수업
09:00 12:15
오후수업
13:45 17:00*
*집중강화코스
(Booster
Class)포함

정기적인 모의 시험을 통해서 IELTS 시험의 구조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준비합니다.

•

각자의 진도를 평가하고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력 향상을 위한 어휘와 기술의 세심한
영역까지 확인 합니다

I enjoy the lessons
at Rose of York due
to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페루

가능한 조합 선택
정규 과정을 보완하여 여러분의 핵심 시험 기술을
개발하기 원하신다면 IELTS 준비 과정과 시험 기술 혹은
작문 기술 강화 반을 함께 수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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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교사 진들이 매년 여러분들이
영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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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안내

캠브리지 시험 준비코스
평균인원 8
최대인원 16
수업시작일

가능한 조합 선택

Cambridge Exam Preparation

Cambridge Exam Preparation

수강정원

매주 월요일
레벨

여러분이 학습을 보완하고 핵심 시험 기술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시험 준비 코스와 시험 기술 혹은 작문 기술
강화반을 함께 수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B2 ~ C2
수업일
월요일 ~
금요일

상호 대화방식의 수업과 모의 고사를 통하여 언어
인식 및 시험 기술을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어떠한

수업 옵션
요청에
따라

캠브리지 시험에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중.단기 코스는 시험 당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FCE 나 CAE 시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코스의 목표
•

필요한 기술과 기법을 개발합니다

•

필요한 언어 지식과 기능을 연구합니다

•

FCE 나 CAE 시험의 구조 및 준비해야할 사항을

At Rose of York, th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is the
perfect amount. I can
learn how British
people really speak.
일본

소개합니다
•
20
01

정기적인 모의 고사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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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대학 준비
University Preparation

University Preparation

The teachers are
kind and eager to
teach us, whilst my
fellow students are
friendly and frank.
The lessons are
good for me.

일본

영국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지식, 비판적인 사고, 학업 능력을 갖추도록
고등 교육

합니다

아래는 우리 학생들이 입학한 대학 중 일부입니다 :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영국 대학에서 공부 하는데 필요한

•

University of Westminster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

SOAS (School of Oriental and Asian Studies; 동양과
아시아 연구 학교)

•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런던 칼리지 대학교)

I’ve been studying here
for 5 months and I
made
good friends and
have improved my
English. I’ll
remember this time
of my life forever.

•

Birmingham University (버밍햄 대학교)

브라질

주제 관련 지식이나 학습 능력 및 학업 언어 능력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대학 준비코스는 대학 강의
청취 및 필기, 광범위한 에세이 작문 기법과 같이 여러분이
대학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학의
요구사항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의 목표
•

고등 교육에 필요한 학업 능력, 언어 및 기능을
연구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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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학습 기술을 개발합니다

•

학위 과정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준비 시킵니다

수업 정원
평균인원 8
수업 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B2 ~ C2

•

Queen Mary University (퀸메리 런던대학교)

•

London School of Economics(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런던 예술대학교)

•

York University (요크 대학교)

•

Central St. Martin’s (센트럴 세인트 마틴)

•

University of Bristol (브리스톨 대학교)

•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교)

수업일
월요일 ~
금요일
수업옵션
요청에
따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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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특정 목적을 위한 영어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이 과정은 언어 기술과 특정 환경 및 산업 속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휘 기증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는 6 개의 주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서의 업무 수행 및 소통
그리고 영어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재무

법률

마케팅

합니다

수업정원
평균인원 8
수업시작일

의 목표는
•

다양한 특정 산업 속에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레벨
B1 ~ C2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 합니다
•

특정 언어와 직무상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핵심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수업일
월요일~
금요일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의료

여행 및 환대

수업옵션
요청에따라

가능한 조합 선택
여러분이 정규과정을 보완하여 핵심 비즈니스 기술을
개발하길 원한다면 ESP 과정과 비즈니스 능력 강화반을
함께 수강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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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2

신문, TV 및 마케팅 등과 같은 미디어 주제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고
헤드라인 작성에 사용되는 전문 언어개발, 광고 제작, 프로그램 제작
회의의 관리 및 주선, 미디어 피치 준비, 디지털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합니다

작성을 돕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인수 합병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여
경청하며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 및 전망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 관련
언어를 개발합니다

ESP Course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

의료
ESP Course

법률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리스크에 대한 전략,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재무 보고서의 이해 및

ESP Course

재무
ESP Cour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미디어

현대 의학의 발전, 치료, 환자 기록 등에 관한 기사를 연구합니다.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진단에 대해 논의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봅니다.

봅니다. 법정에서 통용되는 언어나 고객과의 분쟁 해결 시에

의학영어로 특정된 핵심 전문 용어 및 언어 기능을 사용하여 준비하고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알아 봅니다. 법조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발표합니다. 환자와 소통하고 진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용어와 민법, 형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토론합니다

여행 및 환대 Tourism and Hospitality
마케팅

경향을 이해하도록 하고 판촉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알아봅니다. 마케팅 캠페인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상담을
관리하며 토론 및 협상기술을 개발합니다

26
01

ESP Course

ESP Course

판촉 계획을 세우고 토론하며 분석합니다. 고객과 소비자의 욕구 및

사례 연구 및 역할 놀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고객과 직원을
관리하는 기술, 홍보 자료 제작, 보고서 작성,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언어를 공부합니다. 호텔 및 주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고 고객의 불만과 해결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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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영어문법과 어휘를 공부하면서

그룹 코스

수 있습니다

수업정원
요청에 따라

Group Courses

Group Courses

런던생활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업 시작일
매주 월요일
레벨
A1 ~ C2

수업일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크고 작은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The lessons are very
interesting and
fufilling. I have
learned a lot of
things including
grammar, new
vocabulary and new
expressions in
English.
I came here to
improve my level of
English and feel I
have achieved that.

프랑스

있는 맞춤 코스입니다

월요일 ~

수업옵션

•

특정한 학생 그룹의 요구에 맞춰진 코스를 개설합니다

•

그룹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와 어휘에 초점을 맞추도록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문맥에 맞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어떠한 그룹의 요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영어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족시켜 드립니다.

요청에

합니다
•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이 코스의 목표

•

일반 영어 그룹이든 특정 목적의 영어 그룹이든 그
그룹의 요구 사항에 정확히 맞춰 드립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사 소통 활동과 대화식 프로젝트나
과제를 통하여 실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The teachers and
the staff are
extremely friendly
with the great
advantage being that
the school is located
within the heart of
London.

브라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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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안내

대

청소년 프로그램

수업
One to One Lessons

Young Learners’ Programme

학생들의 개인 요구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된
젊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대화 방식의
수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이며 개인이 원하는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별 진도 및 요구를 맞추어 드립니다.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자신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어 의사 소통 및 언어 기술을

영어를 향상 시키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연습하고 개발하여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그룹이나
학생 연령대별 요구에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습니다

이 코스의 목표는

이 코스의 목표는

•

학생의 특정 목표와 요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

전문화되고 개별적인 언어의 기능과 기술을 공부합니다

•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 분석과 개발을 위해 유연한 맞춤형 시간표를

•

여행과 활동이 결합된 테마 중심의 코스로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영국
문화의 이해와 관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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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 문법 그리고 기능적 언어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을 개발합니다

•

다양한 관련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계합니다
•

매우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

개별적인 실수를 수정, 보완합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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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 / 서비스

숙박 옵션
Accommodation Options

Accommodation Options

올바른 숙소를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학습 코스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로즈오브요크에서는 각자의 예산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학원에서는 각 숙소가
어학원의 기준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개별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선택
홈스테이는 자기 집에서와 같은 편안한 생활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Rose of York is
the perfect place
to feel
comfortable in
London and
share all the new
experiences in this
huge and beautiful
city.
My host family are
incredibly
accommodating to
my needs and are
so friendly.

제공합니다. 주택은 보다 더 독립적이고 직접 취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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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Homestay

Homestay

우리의 모든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홈스테이 모두 친절하며
배려심이 강하고 일부는 지난 수년 도안 우리 어학원의
학생만을 선호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학생들을 편하게 잘 돌봐줄 것으로 항상 믿고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는
•

학생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가능한 한 많은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
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한 방과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My homestay
family are so
welcoming and
recently took me
to my first English
rugby match
which
I thoroughly
enjoyed! I
definitely feel at
home here.

인도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한 홈스테이 내에 국적이
같은 학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호스트패밀리는 학생이 런던에 지내는 동안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드리며 주기적으로
홈스테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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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오브요크의 모든 기숙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기숙사

Student Residences

Student Residences

모든 취사 도구를 갖춘 주방

무료

세탁시설

저희 어학원의 철저한 기준 검사를 통과한 숙소에서

학생 라운지 및 공부방

독립적이면서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 보안
좀 더 독립된 공간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거나 학교
외부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
The student
residence has
really helped to
make me feel at
home quickly, as I
have been able to
make friends
easily through my
love of cooking.

•

모든 주택이 편안하며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

주택에 따라 싱글 룸, 더블 룸 그리고 스튜디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이 딸려 있는 방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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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숙사는 공동주방과 욕실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기숙사는 Zone 1 과 Zone 2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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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지원 서비스
Student Welfare Support

Student Welfare Support

학생 복지는 우리 어학원의 최우선 업무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학습 관련이든 어떠한 문제에도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학원의 관리실 및 잘 훈련된 관련 직원들이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런던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에 놓겠습니다
학생의 요구가 무엇이든 언제나 즐거운 표정으로
문제의 해답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학생 복지를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자 정보
비자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공항 교통 편의 제공
저희는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별 학생이나 그룹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영국 대학 입학 안내
I always recommend Rose of York to
other students because of its attractive
price and the high quality of the lessons.
프랑스

영국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적인 안내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

시험 센터

로즈오브요크는 GESE 시험 등록 센터이며 저희 어학원에서
GESE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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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프로그램
Our Social Activities

Our Social Activities

친목과 함께 영어를 실습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로즈오브요크는 박물관 방문, 관광 투어, 파티, 퀴즈 쇼
등과 같은 사회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친구 사귀기
I lik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and
social events.
중국

소셜이벤트 스태프는, 주로 선생님, 항상 학생들과 함께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즐기면서 한편으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어학원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I am naturally shy but I have really
benefitted from being at Rose of
York. I love going on organised social
events with people on my course,
such as enjoying picnics in Regent’s
Park, parties and boat trips!
Nasuha, 싱가포르

지속적으로 서로의 우정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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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 Us

Contact Us

We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전화번호

이메일

+44 (0) 207 434 0643

hello@roseofyork.com

팩스

스카이프

+44 (0)20 7580 9992

roseofyorklanguageschool

주소
Rose of York London
45 Oxford Street
London
W1D 2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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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roseofy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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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of York Language School
45 Oxford Street
London
W1D 2DZ
Tel +44 (0) 207 434 0643
www.roseofyo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