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아카데미(ELA)는 세계 상위 100대 대학교와 뉴질랜드 최상위 
대학교에 속하는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 어학원입니다.*

*QS 세계 대학교 순위 2020

“ELA 에서 공부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영어 실력을 
향상하였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꾸준한 피드백 
및 발음 교정이 유창한 
스피킹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ELA 과정을 
마친 후에 브라질을 
방문하여 친구들과 함께 
여행할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Pierre Montel 
프랑스

ELA에서는 일반영어,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준비를 위한 영어과정, 
대학 편입을 위한 영어과정, 그룹 맞춤형 영어과정, 영어교사 
양성과정 등 광범위한 영어과정을 제공합니다.

주 6일 개방된 Study Centre 및 평일 가능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의 스터디 보조

세계 상위 100대 대학교인 오클랜드 
대학교 입학 및 편입을 위한 과정

공인 인증 된 IELTS, 캠브릿지 
영어, 그리고 PTE 시험 기관

학습 기술을 채택한 
컴퓨터 시설

학생 상담 서비스 
전담팀 운영

오클랜드 도착 및 숙박시설 
알선 지원

흥미로운 사회, 스포츠, 
문화 활동

과정 및 시험

ela.auckland.ac.nz



과정 혜택 수강 기간 및 날짜 주 2020 학비 
(NZD)

일반영어 (GE)
일반영어는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ELA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의 과정입니다.

2020년 1월 6일 – 1월 24일 3

3-11주: 
$465/주

12주 이상: 
$450/주

2020년 1월 28일 – 2월 14일 3
2020년 2월 17일 – 3월 13일 4
2020년 3월 16일 – 4월 9일 4
2020년 4월 14일 – 5월 1일 3
2020년 5월 4일 – 5월 29일 4
2020년 6월 2일 – 6월 26일 4
2020년 6월 29일 – 7월 17일 3
2020년 7월 20일 – 8월 14일 4
2020년 8월 17일 – 9월 11일 4
2020년 9월 14일 – 9월 25일 2
2020년 9월 28일 – 10월 23일 4
2020년 10월 27일 – 11월 20일 4
2020년 11월 23일 – 12월 18일 4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영어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있게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2020년 2월 17일 – 3월 13일 4
$1,860

2020년 7월 20일 – 8월 14일 4

아카데믹 영어과정 
(AE)

본 과정은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이나 영어를 
직업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입니다.

2020년 1월 28일 – 4월 3일 10

$5,195
2020년 4월 14일 – 6월 19일 10
2020년 6월 29일 – 9월 4일 10
2020년 9월 14일 – 11월 20일 10
2020년 11월 23일 – 2021년 1월 22일 7

대학입학을 위한 
파운데이션 영어과정 
(FCertEAP)

본 과정에서 학생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필요한 영어 구사력과 수학 
능력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FCertEAP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여러 뉴질랜드 사립 
고등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2020년 1월 28일 – 6월 19일 20

$10,655

2020년 4월 14일 – 9월 4일 20
2020년 6월 29일 – 11월 20일 20
2020년 9월 14일 – 2021년 1월 22일 17

2020년 11월 23일 – 2021년 4월 1일 17

대학원 입학 및 편입을 
위한 영어과정 (EPPS)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영어과정으로써,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아카데믹 영어(AE) 와 동일한 수강 날짜 $5,405

대학교 입학 및 편입을 
위한 영어과정 (EPUS)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영어과정으로써, 학부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아카데믹 영어(AE) 와 동일한 수강 날짜 $5,405

영어교사 교육과정 – 
TESOL(TKT)

본 과정은 수강생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영어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교습 스킬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ELA 웹사이트 참조: www.ela.auckland.ac.nz

비원어민을 위한 
영어교사 자격증 
(CELTA)

본 과정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ELA 웹사이트 참조: www.ela.auckland.ac.nz

IELTS 준비 과정 IELTS 준비 과정은 언어 및 시험 대비 
스킬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LA 웹사이트 참조: www.ela.auckland.ac.nz

Contact Us 
marketing@ela.auckland.ac.nz | +64 9 919 7695 | ela.auckland.ac.nz
The University of Auckland English Language Academy
Level 5, 67 Symonds Street, Auckland, 1142, New Zealand

2019년 7월 기준 과정 날짜와 비용입니다. 가장 최근 정보는 EL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세요. www.ela.auckland.ac.nz 
모든 정보는 출판 시점 기준으로 정확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NZD)
등록비 $285 아파트/주 $245
재료비 $80 숙소알선비 $250
보험비/월 $65 공항 차편 (편도) $120
홈스테이/주 $305 공항 차편 (왕복) $230

2020년 1월 27일
2020년 2월 6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4월 13일
2020년 4월 27일

2020년 6월 1일
2020년 10월 26일
2020년 12월 18일 –   
2021년 1월 5일

공휴일 및 ELA 연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