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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tannia College -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Focus on Communication:
Speaking Fluently and Accurately
브리타니아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스피킹 전문 학원입니다.
소규모 학원이지만,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수업 내용, 많은 스피킹 기회, 집중적인 스피킹 교정,
그리고 학생 관리 및 학업 분위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Speaking~ 가장 어렵고도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까?'
'어떻게 내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스피킹 향상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브리타니아의 스피킹 집중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B. ECD Speaking 프로그램의 특징
▣ 브리타니아의 스피킹 과정이 필요한 학생...
-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싶은 학생
- 영어 과정 수강 후에도 여전히 스피킹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
-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로 Job 을 구하기 전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 문법, 리딩, 어휘 등을 알고 있어도, 말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
- 다른 스킬에 비해 스피킹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
- 기타 고급 과정 전, 스피킹을 집중 정리하고 싶은 학생
- 매일 같은 단어, 단순한 표현, 문장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
- 단순한 일상 회화를 떠나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 학생
- 정확하고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캐네디언 처럼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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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타니아 스피킹 과정의 주요 특징
1)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배우면 쓰자! 단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형태의 수업을 지양합니다. 학생들끼리만 짝을지어 대화하고
피드백 없이 마쳐지는 수업 방식이 아니며, 개개인별 혹은 Pair Work 으로 말하는 중에도
선생님들로부터의 집중 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피킹을 늘리기 위하여, 발음과 어휘, 정확도, 유창함, 커뮤니케이션스킬,
캐나다 문화 이해 등이 포함된 네 개의 다른 수업에 걸쳐 구성됩니다. 매주 다른 Theme 으로,
자체 제작된 최적의 스피킹 교재로 체계적으로 학습됩니다.
지나치게 Academic 하거나 문법/교과서 위주의 내용이 아닌, 배운 내용을 바로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이 됩니다.

2) 최대한의 스피킹 기회 및 교정
실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많이 이야기하도록, 최대한의 스피킹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반복과 연습을 통하여, 본인의 습관, 취약점을 교정하여 정확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3) 아시아 학생들 타겟의 맞춤형 수업
문법과 어휘를 알지만, 아는 만큼 말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취약점을 가진 아시아 학생들, 주로
한국 일본 학생들의 취약점과 성향을 잘 고려하여 디자인 된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의 실수 뿐
아니라, 타 학생들의 실수 또한 교정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차근 차근 본인의 취약점들을 바꾸어
나가는 수업입니다.

4)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관리
학생 별 철저한 출석관리, 예습/복습관리, English Only 정책으로, 전원 학생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제한된 시간동안 집중하여
스피킹을 정비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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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Module
4 주 Certificate 과정, 8 주 이상 Diploma 과정
특징

MODULE

PRONUNCIATION
&
VOCABULARY
(9:00am ~ 10:15am)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 연습!
정확한 어휘 이해 및 사용!



정확한 캐네디언식 발음 교정
단순 암기가 아닌, 단어의 의미와 사용법의 정확한 이해 및
예문과 상황에 따라 스피킹에서의 적절한 활용 연습

정확하고 완벽하게 말하자!!

ORAL ACCURACY



(10:30am ~ 12:00pm)



문법, 문장 구조, 어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구사하는 연습
선생님으로 부터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Error 교정
및 Feedback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자!!

ORAL FLUENCY
(1:00pm ~ 2:20pm)





ENGLISH IN USE
(2:35pm ~ 3:15pm)

영어에 대한 자신감 기르기
상황과 주제에 관계 없이, 빠르게 생각하고,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연습

마무리 Review Class!



자유로운 질의 응답을 통하여 하루 수업을 정리
Review / Summary

▣ TIME SCHEDULE (Full-time Only)
4 가지 모듈의 체계적 구성의 Intensive 과정
-

Monday ~ Thursday : (9:00 am ~ 3:15 pm 정규 수업 )

-

Friday : Oral TEST & Presentation (9:00 am ~ 1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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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시작일
매 주 월요일 시작 (Britannia Start dates / Calendar 참조)
정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레벨 테스트 후 시작 가능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 과정 (Certificate), 8 주 이상 과정 (Diploma)
Minimum 첫 등록 : 4 주, 4 주 이상 등록 가능 (ex, 4, 7, 8, 12…)
*단, 연장의 경우, 주 단위로 가능.
등록 1 주일 전까지, 신청, 레벨테스트 및 학비 완납까지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단, 시작일 바로 전 주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3 일 이내에 등록 완료 필요)
- Registration/Payment Policy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ntrance TESTs
Entrance TEST :
브리타니아 자체 Speaking TEST (1:1 인터뷰 / 10-15min)
+ Written TEST (Spoken error 를 기반으로 한 종합테스트 / 30min)
* Oversea 의 경우, 전화인터뷰 및 온라인을 통한 Written TEST
* 월~목 : 오후 3 시 30 분 (사전 예약 필요)

▣ Contact
Website

:

www.britanniainternational.ca

상담/문의 : Chris Jung (Tel. 604-684-7554, mail@britanniainternationa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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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nnia College School Policies
Registration / Payment Policy
신청서 송부와 학비 완납은 반드시 늦어도 희망 시작일 1 주일 전까지 학교로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단, 신청서 작성이 바로 전 주 이루어지고 다음 주 시작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후 3 일 이내로 학비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 혹은 목요일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경우는 그 주 금요일(시작일 바로 전주 금요일) 까지
학비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학교 계좌로 송금 될 경우에도 시작일 1 주일 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하며, 송금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학비 마감일까지 학비 완납이 지연될 경우에,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evel Test --> 학교와 시작일 확인 --> 신청서 접수 --> 인보이스 발송 --> 학비 완납 --> 등록 완료

수업 시작일 변경 Policy
시작일 변경은, 시작일의 1 주 전에 새로운 시작일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원 시작일로 부터 12 개월 이내로
시작일로 정해져야 함)
1 회 변경은 가능 (단, 해당 반의 정원 여부에 따라 시작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2 회 이상 변경 Penalty 적용- 4 주 이상의 코스($100), 8 주 이상의 코스($150)
2 번 이상 변경 후 프로그램 등록 취소의 경우, 등록비를 제외한 총 금액의 60% 를 Refund 을 받게 됩니다.

학업 기간 변경 및 No-Break Policy
학업 기간의 변경은 시작일의 1 주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 없이 과정 기간을 줄이기 희망할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과정 시작 후에도, 학업 기간을 줄이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과정을 중단 할 경우, 환불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과정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종료일의 2 주 전에는 문의가 되어야 하고, 해당 클래스의 정원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과정 중 Break 가 허용되지 않고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NO Break Available, No Credit)

출석 정책(Attendance Policy)
학생들의 100% 출석이 기본입니다. 하루(일) 수업은 4 개의 다른 수업(Clas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2 개 Class)
매 시작 시간의 5 분이 경과 했을 경우는 입실이 불가하며 지각 처리됩니다.단, 각 클래스의 총 시간 반(half)이
경과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였을 경우는 해당 클래스의 결석이 아닌 지각으로 간주하고 다음 시간부터 입실이
가능합니다.
출석 체크 여부는 Class 단위로 (일 day 단위가 아님) 계산되며, 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빠진 수업 수로 계산됩니다.
3 번의 지각은 1 번 결석으로 간주 됩니다.
1st Time class 결석(1 회)  2nd Time Class 결석(2 회)  3rd Time Class 결석(3 회)  Dismissal(No refund)
무단으로 3 클래스를 결석 하였을 경우에는 Refund 없이 학교에서 Dismissal 됩니다.
(하루 4 클래스를 결석한 경우에는, 그 이후 또 한번의 지각 혹은 결석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Dismissal 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에 불참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반드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확인이 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개인 사유, 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서류에는 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수업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수업 시작 전, 오전 9 시 이전에 학교로 전화하여 통화 후, 병결로 인정이
되며, 사전 연락 없을 경우 결석 처리 됩니다. 건강 상의 이유이지만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 등록 기간의 15%
이상 수업을 불참할 경우에는 수료증 혹은 디플로마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문자 혹은 이메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 상의 문제(예, 스카이트레인 고장)로 늦어질 경우에 즉시 학교로 연락이 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인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수업 시작 후 10 분 경과 후 도착했을 경우에는, 지각 처리되지 않고 다음 수업에 입실 가능합니다.

English Only Policy (영어 사용 정책)
빠른 영어 향상을 위하여 브리타니아 캠퍼스어는 곳에서도 100%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수업
시작 전, 수업 종료 후 영어 사용-, 클래스룸, 라운지, 게단, 화장실, 전화 사용 시 포함)
1st Warning – Warning, 2nd Warning – 다음 날 오전 두 수업 수강 불가, 3rd Warning – Dismissal, No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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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al Warning Policy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익히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로부터 주의를 받게 됩니다.
- 예습/복습, 숙제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 지속적으로 타 학생 혹은 선생님의 말을 가로채거나 방해할 경우
- Classmate 들이나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 수업 중 개인적인 잡담이 계속될 경우
- 부적절한 내용이나 주제를 벗어난 내용의 질문으로 수업을 독점할 경우 - 수업 시간의 활동 혹은 대화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고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1st Warning – Warning, 2nd Warning – 즉시 퇴실, 3rd Warning – 즉시 퇴실 및 다음 날 수업 수강 불가
Warning 에 따른 모든 수업 불참은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Certificate/Diploma Policy
출석 정책에 따라 등록되었던 모든 기간, 종료일까지 문제없이 마쳐졌을 경우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4-7 주 Certificate, 8 주
이상 – diploma) 종료일 마지막 수업 후 수여됩니다.
수료증 수여가 불가한 경우
-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 병결로 인해 과정의 15% 이상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

Level Change Policy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레벨 및 선생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레벨을 가르치시는 세 분의 선생님께서 레벨 업에 동의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반으로 조정이 되며, 출결사항이 좋지
않을 경우, 특히 금요일 프리젠테이션을 지속적으로 빠질 경우 레벨업에 지장이 됩니다.

No Phone/No Dictionary Policy/No Recording Policy
영어를 사용하고 직접 설명하도록 권하여 영어 스피킹 향상에 가장 빠르고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업 중, 전화 및 사전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Behavioral warning 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녹음, 촬영 불가

Student Insurance
학생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할 경우, 의료 보험 신청이 학교내에서도 가능합니다.

Dismissal Policy
학교의 정책들(출석 정책, 영어 사용 정책, 기타 정책)에 따른 Dismissal 의 경우 환불 없이 적용됩니다.
(No class, No refund)

Refund Policy (환불 정책)
등록비(Registration Fee) 및 홈스테이 신청비(Homestay Placement Fee)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 거절 시 증빙 제출 필요)
서면으로 과정 캔슬이 접수되어야 하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30 일 내에 환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환불 금액 산출은 등록비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서 환불 정책에 따라 계산됩니다.
BEFORE YOUR PROGRAM STARTS
Refund for student
When you must cancel

Cancellation Fee for Britannia
College
25% of total fees

75% (min.)

No authorization from Immigration Canada
(Visa 거절시)

75%

30 days or more before the program starts
(시작일 30 일 이전에 취소 시)

25% of total fees

60%

1-29 day(s) before the program starts
(시작일 30 일 미만에 취소 시)

40% of total fees

AFTER YOUR PROGRAM STARTS
Refund for student
When you must cancel

Cancellation Fee for Britannia
College
50% of total fees

50%

0 – 10 % of the program completed
( 수업 시작 후 10% 이전에 취소 시)

30%

11% - 29% of the program completed
(수업 시작후 11~29% 이전에 취소 시)

70% of total fees

No Refund

30% - 100% of the program completed
(수업 시작후 30% 이후에 취소 시)

100% of total f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