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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가
펼 쳐 지 는
GC I

영어 공부를 하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아일랜드의 골웨이 컬쳐럴 인스티튜트(Galway

Cultural Institute)와 함께해보세요. GCI에서 미래 성공을 보장하는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평생 지속

되는 우정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해안 도시 골웨이, 이 아름다운 골웨이에 위치한 아일

랜드의 프리미어 어학원 Galway Cultural Institute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If you talk to a man in a language he

understands, that goes to his head. 

If you talk to him in his language, 

that goes to his heart.

Nelson Man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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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미래가 있는

GCI

1989년 이래로 GCI는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30개

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훌륭한 시설과 전문 교사진을 갖춘 GCI에서 학업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 GCI는 학업 및 커리어를 위한 공부, 혹은 취미를 위한 영어 공부를 희

망하는 학생 개개인의 목적에 맞춘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서양과 골웨이 베이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하는 현대식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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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오른쪽순: 골웨이 시장 Padraig Conneely, GBS/GCI CEO David Niland, GBS/GCI MD Celestine Rowland,

아일랜드 총리 Enda Kenny, 골웨이 상공회 회장 Frank Greene, 골웨이 카운티 시장 Liam Car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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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s not 
the filling of a pail, 

but the lighting 
of a fire.

William Butler Yeats



GCI의 훌륭한 시설들
n  대서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경

n  자연 채광이 잘 되는 30개의 넓은 강의실

n  모든 강의실에 갖춰진 최신 교육 인터렉티브 스크린

n  무료 4G Wi-Fi 및, PC와 프린터 사용이 가능한 시설

n  120명 이상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넓고 밝은 로비

n  여러 책과 전자 데이터를 갖춘 도서관

n  음료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식 레스토랑

n  솔트힐 해변(Salthill beach)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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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 및 IELTS 시험 진행 센터

실력 향상을 증명하는 역사

훌륭한 교육 결과와 학생들의 최신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갖춘 강의실 과 E-러닝 툴

학생들을 언제나 지지해주는 전문 스태프들

대학준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부터 학위 프로

그램까지 모두 포함하는 학습 과정

오전 8시부터 저녁 9:30분까지 이용 가능한 교

육 시설 (비수기에는 토요일도 가능)

아일랜드교육부(QQI), IALC, EAQUALS 등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GCI

일랜드를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

하는 GCI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체험,

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최상의 고객 서비스와

높은 학생들의 만족도

왜GALWAY
CULTURAL
INSTITUTE인가?



전세계가 만나는
아일랜드

GCI의 국가 비율

≤15%
≤12%

≤9%
≤6%

≤3%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체코

대한민국

독일
폴란드 사우디아

라비아

≤2%

러시아, 대만
터키, 일본 오만

≤1%

기타 국가

GALWAY
DUBLIN

SHANNONSHANNON

GALWAY
DUBLIN

KNOCKKNOCK

language practice while having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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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인들의 따뜻한 환대문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곳곳의 펍, 클럽, 레
스토랑에서 그들 특유의 담소와 “Craic"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문학, 음악, 예술 면에서
깊고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합니다.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W.B. 예이츠(W.B. Yeats), U2, 코다라인(Kodaline)과 같은
예술인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450만명의 작은 인구의 터전인 섬나라이긴 하지만, 아일랜드의 문화와 삶의 방식은 여러 나라로 넓게 전파되
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베케트의 작품을 읽고, 베이징에서 아일랜드의 리버댄스(Riverdance) 관람이 가
능하며, 전세계 어디서나 기네스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생동감이 넘치는 아일랜드의 문화적 전통은 바로 당신이 아일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항상 재미있고 흥
미로운 활동을 하며 다양한 회화 활용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일랜드의 발음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매력 있는 발음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답니다.

 
 

 

아일랜드는 당신에게 절대 잊지 못할

삶과 배움의 경험을 약속합니다

war
mth

 of t
he I

rish
 we

lco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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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골웨
이일까?

vibr
ant

cultural tra
dition 

1989년에 골웨이 솔트힐에 설립된 GCI는 현대적인 스타일로 건설된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 와일드 애틀란틱 웨이(Wild Atlantic Way)를 바라보는 훌륭한 전경 및 도보로 10분
거리에 도심이 위치한 접근 편이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퀄리티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시설
이 구비된GCI의 넒은 캠퍼스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져보세요.

와일드 애틀란틱 웨이를 바라보는 아일랜드의 서쪽 해안에 자리잡은 골웨이에는 최고의 교
육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타지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주민들이 있어 학습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도시입니다.

전세계의 많은 학생들, 관광객, 그리고 투자자들이 골웨이의 다양한 페스티벌과 이벤트, 문
화, 생태 친화적인 환경에 매력을 느껴 골웨이를 찾고 있습니다.

10



11

유럽의 저명한 European Region of

Gastronomy가 선정한 2018의 음식창의 도시

매해 30개 이상의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문화

중심지이자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시

Boston Scientific, Medtronic, Creganna,

Merit Medical, Novat과 같은 의료장비 선두

기업 및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는 골웨이

2020년 유럽의 문화 중심지

골웨이의 최상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25,00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100,000명의

거주민의 생활 터전

2020년 유럽의 문화 중심지

2015년 미국의 Travel + Leisure 잡지가 선

정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시스코, HP, SAP, EA Games, Avaya와 같

은 전세계적인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

2016년 유럽의 권위 있는 그린리프 환경상을

수상한 가장 환경친화적인 유럽 도시 골웨이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선정한 2016/17년 유럽

마이크로 도시 1위



GCI가 자리잡고 있는 솔트힐은 골웨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골웨이의 시티센터는 GCI에서 도보로 10-15분 안에 접근 가능합니다.

솔트힐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 우체국, 수퍼마켓, 식당, 커피샵, 펍, 약국, 세탁소, 의료시설, 치과, 경찰서, 택시 및 버스 서
비스, 시내 자전거 대여, 해변 산책로, 아쿠아리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다이빙 타워, 골프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적지

GC I와 가 까 운 편 의 시 설 들

n 아란섬

n 이니스보핀

n 리네일 & 웨스트포트

n 와일드 애틀란틱 웨이

n 모허 절벽 & 버렌

n 코니마라 & 클리프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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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이나 셰넌 공항에서 버스를 타면 저렴하고 매우 편리하게 골웨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더블린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매일 30분에 한대씩 운영됩니다. 골웨이 버스의 첫 정류장인 공항에서 탑승하면
마지막 목적지인 골웨이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기 까지 약 2.5-3시간이 소요됩니다.

셰넌 공항에서 골웨이로 이동할 때 버스 에린 웹사이트www.buseireann.ie 를 참고해보세요.(1.5시간) 소요.

원할 경우 GCI에서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골웨이 숙소로 이동하는 차편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G E T T I N G  T O  G A LWAY  I S  E A S Y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도시 골웨이는 걸어서 둘러보기 좋은 도시입니다. 골웨이 시내 곳

곳을 걸으며 비용도 절약하고, 건강도 유지해보세요

GCI에서 골웨이 시티센터로 쉽게 걸어서 갈 수 있으며,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숙소가 배정됩니다. GCI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GCI의 많은 학생들이 골웨이에 머무는 동안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 히 둘 러 볼 수 있 는 골 웨 이 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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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웨이에 머물기

building friends
hips w

hile lea
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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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o strangers in here; 

only friends that have not yet met.

William Butler Yeats

GCI와 함께 공부하기에 앞서 골웨이 내 거주 시설을 선정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호에 따라 호스트 패밀리

와 함께 홈스테이 생활을 하거나, 레지던스 생활 선택도 가

능합니다. 골웨이에서의 알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GCI로부터 숙소 선정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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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feeling at home

숙소 선정하기

GCI는 홈스테이와 레지던스 생활의 두가지 숙소 옵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호텔, B&B, 아파트 옵션도 제공 가능합니다.

홈스테이레지던스
홈스테이는 아일랜드 사람들, 현지 문화와 관습을 알아
가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
면 홈스테이를 선택해보세요.

GCI 홈스테이 시설:

n  친절하게 학생들을 맞아주는 가족들

n  GCI로부터 버스로 10-25분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

n  GCI의 거주 시설 관리자가 신중하게 선정한 홈스
테이 가정에 배정

홈스테이 구성:

n  평일에는 아침 및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주말에는
3번의 식사 제공

n  싱글룸(1년 내내 가능) 혹은 공유룸

(여름시즌 한정)

n  욕실이 포함된 룸 옵션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할 경우, 1년 내내 거주
가 가능한 GCI의 레지던스 시설을 선택해보세요.

GCI 레지던스 시설:

n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밝고 현대적인 아파트 혹
은 집

n  GCI로부터 도보로 5-20분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
치

n  스스로 식사 해결

레지던스 시설 구성:

n  싱글룸 혹은 쉐어룸 옵션

n  욕실이 포함된 룸 옵션

n  무료 인터넷 제공

매일 식사를 마련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Ozone Coffee

Company를 통해 식사 구매도 가능합니다.



골웨이 둘러보기
GCI는 학생들이 골웨이 및 주변 도시의 자연 환경과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골웨이에 머무는 학생들을 위해 GC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및 예술 단체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골웨이에 머무는 동안 골웨이 예술 페스티벌, 오이스터 페스티벌, 골웨이 경주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GCI는 학생들이 현지 행사에 참여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골웨이 페스

티벌 단체들과 봉사활동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CGI 학생들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6

get involv
ed & have

 some fun

in the cultural heart of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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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I에서

수강하는 동안…

... 보트타고 아란섬 방문하기

... 코니마라 언덕 오르기

... 골웨이 베이에서 윈드서핑
하기

... 마크내스 퍼레이드에 발렌
티어로

... 일요일 아침 재즈 공연 관
람하기

... 9월 오이스터 축제에서 신
선한 굴 맛보기

... GCI 파티 참여하기



A1 Beginner:
1-4 weeks

A1 Elementary: 10-18 weeks

A2 Pre  Intermediate: 6-18 weeks

B1 Intermediate: 12-24 

C2 

C1 

B2 

B1 

A2

A1 (E)

A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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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I 프로그램

n  Intensive General English                                          주당 20 시간 강의
n  Intensive Plus General English                                  주당 26 시간 강의
n  Super Intensive General English                               주당 30 시간 강의

일반 영어 프로그램

n  SAY 20                                                                         주당 20시간 강의
n  SAY 30                                                                         주당 30시간 강의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

n  University Foundation Programme                           주당 20시간 강의
n  Pre-Masters Programme                                            주당 30시간 강의

FOUNDATION / PRE- MASTERS 프로그램

n  Cambridge Exams (FCE, CAE)                                  주당 20 / 30 / 36시간 강의
n  Cambridge Exams (CPE)                                            주당 30시간 강의
n  IELTS Exams                                                                주당 30 시간 강의

영어 능력시험 준비 프로그램

PROFICIENCY 레벨 달성하기

A1 Beginner:
1-4 주

본 차트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각 레벨의 최소 학습 시간을 나타내는 차트이며, 다음과 같은 원인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 모국어와 학습 시작 레벨

n 동기부여, 적성, 연령, 학력

n 교실 밖에서의 영어 사용

n 영어 능력시험 프로그램 수강 여부

A1 Elementary: 10-18 주

Cambridge KET / IELTS 2.0 3.5

A2 Pre  Intermediate: 6-18 주

Cambridge PET/ IELTS 3.5 4.5

B1 Intermediate: 12-  

Cambridge PET/ IELTS 

레벨 Beginner – Proficiency (A1 – C2)



  4 weeks

B2 Upper Intermediate: 12-24 weeks

C1 Advanced: 12-36 weeks

C2 Advanced: 12-4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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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eneral English for Professionals I & II                     I: 주당 20시간, II: 주당 30시간
n  Combination courses                                                 주당 26 시간 혹은 30 시간 강의
n  One-to-one lessons                                                    주당 20 / 30 / 40 시간 강의

비지니스와 직장인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n  Certificate in Leadership & Management                 주당 12시간 강의
n  Certificate in Marketing & Social Media                    주당 12시간 강의
n  Certificate in Business & Entrepreneurship              주당 12시간 강의

전문화 프로그램

n  Teacher Training Programme                                    주당 30시간 강의
n  50+ Programme                                                          주당 20시간 강의
n  Short Stay Group Programme                                   주당 20 / 30시간 강의

참고:

주당 20시간 프로그램은 오전 강의이며, 26, 30, 36, 40 시간 강의는 오전 및 오후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성수기에는 수업이 더블 스케줄로 아침

과 오후에 모두 운영되기도 합니다. 수강이 시작되는 첫날 스케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24 주

   4.5 5.5

B2 Upper Intermediate: 12-24 주

Cambridge FCE/ IELTS 5.5 6.5

C1 Advanced: 12-36 주

Cambridge CAE / IELTS 6.5 8.0 Cambridge CPE / IELTS 8.0 9.0

C2 Proficiency: 12-48 주



GCI 학습 정보

Galway Cultural Institute와 함께 성공적인 미래의 기반을 마련해보세요.

영 어 유 창 성 기 르 기
영어로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GCI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커리어와 학업 능력을
개발시켜나갈 수 있도록 영어 유창성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 습 결 과 확 인 하 기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GCI의 훌륭한 교사진이 만나면 최소 6주 안에 다음 레벨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GCI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 밖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과제 중심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에 게 딱 맞 는 코 스
프로그램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고 싶은 영역과 달성하고자 하는 학업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GCI가 목표 달성을 위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찾아드립니다

GCI는 유연성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반 영어 과정을 수강 중이었으나 영어 능력시험 준비코스나, 파운데이
션 프로그램으로 수강 변경이 가능하며, 비지니스 모듈 수업이나 개인 레슨으로 학업 보충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선택
에 따라 GCI의 프로그램을 수강해보세요.

GCI의 모든 프로그램은 각 수준의 ‘can-do’ 아웃라인을 제시하여 유럽 전역의 언어 학습 레벨을 표준화하는 유럽
공통참조기준(CEFR)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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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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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모든 강의는 45분 동안 진행

n 초급부터 프로피션시 레벨까지 A1-C2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초급은 최소 주당 30시간 강의 수강이

필수이며, 최대 4주 동안 수강 가능

n 수업 배치를 수준 평가테스트는 필수이며, 문법과

어휘 온라인 테스트는 프로그램 수강 시작일로부

터 최소 2주 전에 완료되어야 함

n 수강 첫째 날에 오리엔테이션과 구술 면접을 거친

후, 배정받은 강의를 수강

n 교실과 GCI 교육 환경 내 엄격한 ENGLISH

ONLY 정책 운영

n GCI는 캠프리지와 IELTS시험 진행 센터임

n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비상전화번호

n 모든 수업 코스는 월요일-금요일 진행,법정 공휴

일의 경우는 제외되며, 비수기에는 오전 9시에, 성

수기에는 오전 8:30시에 강의 시작

n 영어 능력시험 준비코스, 파운데이션, Pre-

Masters 코스, 50+, 교사 트레이닝 코스를 제외

한 모든 코스는 월요일에

n 성수기에는 더블 스케줄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강의

가 두 번 운영되며, 수강 첫날 스케줄 배부

n 비성수기시 수강 가능한 최소연령은 17세이며, 성

수기는 16세로 제한

n 운영되는 강의 수는 비수기 12개, 성수기14개로

한정

n 영어 능력시험 준비, 교사 트레이닝, 50+, 파운데

이션 및 Pre-Masters 코스는 1년 내내 최대 14

번 개설됨

n B1 레벨 이상 및 직장인을 위한 일반 영어 코스는

최대 6명의 미니그룹으로 강의 개설

n EEA 국가 출신의 학생이 아닌 경우 꼭 아일랜드

당국이 규제하는 기관이 발급한 보험증서가 있어

야 함



Maya Angelou

A bird doesn't sing because it has an 

answer, it sings because it has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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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스케쥴에 따라 아래의 세가지 강의 스케쥴에 맞추어 빠르게 강의 수강을 시작해보세

요. 오전 수업(G20)만 수강하거나, 오후 수업(G26, G30)과 병행한 강의 수강도 가능합

니다.

일반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유창성의 향상 및 원하는 학업 결과 달성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시작되는 GCI

n  일반 영어 코스는 월요일에 시작하며, 월요일이 공휴
일인 경우는 화요일에 시작

n  수강 기간: 2주 이상

n  GCI 수료증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비수기에는 17세, 성수기에는
16세

n  수강 인원: 비수기에는 최대 12명, 성수기에는 최대
14명으로 제한

n  레벨: A1 (Beginner) – C2 (Proficiency)
n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

그램

n  직장, 학업, 취미 목적에 관계없이 영어 소통 능력 향상
에 중점을 둔 강의

n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테크놀로지를 갖춘 교육 환
경

GENERAL 
ENGLISH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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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 마스터를 위해 1년간 아일랜드 유학을 결심했다면,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을

수강해보세요. 스터디 어브로드 일반 영어 프로그램은 골웨이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특한 생활 및 공부,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비EEA 국가 출신의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프

로그램입니다.

비EEA 국가 학생들이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www.inis.gov.ie 를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n  스터디 어브로드 코스는 월요일에 시작하며, 월요일
이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에 시작

n  수강 기간: 25 주 수강 + 8주 방학
n  국제 어학 능력시험에 꼭 응시해야 하며, 의료 보험

증서 발급이 필수
n  관광이나 휴가는 아일랜드 도착 전에 계획

n  GCI 수료증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18세
n  수강 인원: 비수기에는 최대12명, 성수기에는 최대
14명으로 제한

n  레벨: A1 (Beginner) – C2 (Proficiency)
n  골웨이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를 희망하는 비 EEA 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

n  학업, 업무, 미래를 위한 언어 능력 향상
n  독립적인 학습 능력 개발
n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교육 환

경 제공

STUDY ABROAD
PROGRAMME

http://www.inis.gov.ie


GCI의 비전 & 당신의 미래

n  9월과 1월에 개설
n  강의 기간: 2학기에 걸친 30주 강의

n  GCI 수료증
n  IELTS 시험 성적 증명서
n  GBS 프로그램 수료증(특정 모듈을 다루는 싱글 서

브젝트 수료증)

FOUNDATION
PROGRAMMES

n  IELTS 시험 준비를 포함한 아카데믹 영어 강의
n  GBS의 1학녀 대학 과정의 4과목 수강
n  입문 레벨: IELTS 5.0+

n  대학 입학을 위한 6.5점 이상의 IELTS 표준 영어
점수 달성

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아카데믹 영어 구사
n  다른 대학 기관이나 GBS 프로그램으로 진급 가능

대학 준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효과적인 영어 소통, 비판적인 작문 실력, 일관성 있는 분석 능

력, 면밀한 리서치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 내 주제를 다룰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하

고, 청중들과 교감하는 동시 본질적인 핵심을 다루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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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asters 프로그램

Pre-Masters 프로그램은 영어 소통 및 학업 능력의 마스터를 보장하며, 성공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치는데 요구

되는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줍니다. 학구적인 도전 정신이 뒷받침이 되어야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자 영역 내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  9월과 1월에 개설
n  강의 기간: 2학기에 걸친 30주 강의

n  GCI 수료증
n  IELTS 시험 성적 증명서
n  GBS 프로그램 수료증(특정 모듈을 다루는 싱글 서

브젝트 수료증)

GCI의 대학준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 기관
에서 학부 혹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 필요한 독립적인 학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영문 소통 기술과 학술적 작문력과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n  IIELTS 시험 준비를 포함한 아카데믹 영어 강의
n  GBS 학사 과정의 4 모듈 수강
n  입문 레벨: IELTS 5.5+
n  아일랜드 내 석사 프로그램으로 진급 가능

n  석사 과정에 필요한 대학기관 입학 자격 충족
n  학업에 필요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실력 입증
n  선택한 석사 과정 및 논문 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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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하고 ,  내일 학습의 성과 얻기

n  GCI 수료증
n  시험 완료 후 약 12주 안에 GCI로부터 캠브리지 시험

수료증 수령

n  캠브리지 시험 준비코스는 고정된 일자에 강의 시작
n  FCE와 CAE 시험 준비코스는 기호에 따라 20, 30,

36시간(각각 4주, 6주 12주 소요) 강의 중 선택 가
능

n  CPE 시험 준비코스는 30 강의로 구성

EXAMINATION
PREPARATION
PROGRAMMES

_

CAMBRIDGE EXAM
PREPARATION

n  수강 인원: 최대 14명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비수기에는 17세, 성수기에는 16

세로 제한
n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료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n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점수와 국제적 유동성
마련

n  성공적인 취업과 학업 목표 달성의 가능성 확대
n  시험 형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의시험 연습을 통

한 실전 대비
n  GCI는 캠브리지 시험 테스트 센터

FCE - Cambridge First (B2 레벨)는 영어로 소통하는 기업과 대학 기관에서 학생들이 업무와 학업을 성
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널리 사용되는 시험

CAE - Cambridge Advanced (C1 레벨)는 매니저 직급을 얻거나 석사 이상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
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어능력 평가가 목적이며, 6,000개의 교육 기관, 기업, 전세계 정부 부서가 인정하는 시
험

CPE - Cambridge Proficiency (C2 레벨) 시험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비슷한 뛰어
난 영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험으로, 고위 관리직을 맡거나 박사학위 과정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IELTS (A1-C2) –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는 높은 고등교
육 기관 입학을 고려하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로 이주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카데믹
영어 능력시험 입니다. IELTS의 시험 결과는 합격/불합격 체제로 평가되지 않으며, 영역당 1-9 사이의 점수로 책정
됩니다.

BULATS – the Business Language Testing Service (A1- C2)는 근무 환경에서 내 언어
능력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BULATS 시험은 컴퓨터 기반 시험이며, 개개인의 수준을 매우 정
확한 산출해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BULATS 시험은 GCI에서 2주에 한번씩 응시가 가능합니다.

27

n  IELTS 6.0 - 8.00 시험 결과 달성
n  GCI는 IELTS 테스트 센터
n  GCI 수료증
n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IELTS 수료증 전달

n  IELTS 시험 준비코스의 고정된 일자에 강의 시작
n  IELTS 시험 준비코스는 30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까지 6주 소요

_ 영어 능력시험 준비코스 수강시 시험 응시는 의무입니다.

IELTS EXAM
PREPARATION

n  수강 인원: 최대 14명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비수기에는 17세, 성수기에는 16

세로 제한
n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어 능력시험 점수를 얻고자하

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n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점수와 국제적 유동성 마
련

n  성공적인 취업과 학업 목표 달성의 가능성 확대
n  정기적인 모의시험 진행

영어를 학습할 때 국제 영어 능력시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목표 의식

을 심어주기도 하며, 미래 취업의 기회를 얻거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영어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도 국제 영어 능력시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GCI는 학생들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알 맞는 시험과 준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전문가

의 역할을 하며, GCI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시간을 극대화하고 유망 있는 미래

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영어 실력

n  GCI 수료증n  비지니스 코스 강의는 월요일에 시작 (뱅크 홀리데이
제외)

n  수강 기간: 2주 이상 (One-to-One 

programmes 제외)

ENGLISH FOR
BUSINESS AND
PROFESSIONALS

n  수강 인원: 1명 혹은 최대 6명 (Combination

Courses 제외)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25세 이상의 전문가로 한정
n  English for Professionals 코스는 B1 레벨에 해

당하며, 다른 두 프로그램은 A1 – C2 레벨에 해당

n  언어 및 전문 실력 향상
n  직장 내 영어 사용 능력과 자신감 향상
n  주요 영어 체계를 연습하고, 능숙한 영어 실력 달성
n  개인적인 목표와 커리어 목표 달성

국제적인 비지니스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뛰어난 영어 실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
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신속한 언어 능력 향상 결과를 얻어 직장 내 경쟁력을 갖추길 희망합니
다. GCI에서 마련한 다음 세가지 코스를 통해 당신의 커리어를 위한 영어 실력을 효율적으로 달성해
보세요.

General English for Professional I & II 를 수강하면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일반 영
어 실력 향상도 가능하기에 한정된 시간 내 최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프
로그램을 혼합하여 수강할 경우, 오전에 집중적인 일반 영어 강의를 그룹 강의(최대 12-14명) 형태로 20시간 수강하고,
오후에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의 강의를 1-1레슨 형태로 6-10시간 수강하게 됩니다.

Combination Courses are a great solution for students who want to make maximum
progress in a limited time. Focus on your specific needs and also improve your General

English skills. These programmes combine Intensive General English 20 group lessons (max

12 or 14) in the morning with six or ten one-to-one lessons in the afternoons where you can

choose what you learn.

One-to-One Lessons 은 주당 20, 30, 40시간 수강할 수 있으며, 전문 교사와 함께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GCI의 전문 교사진은 실력 향상이 필요한 개개인의 영역을 평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
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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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
Management
수료 과정

Marketing & 
Social Media
수료 과정

Business &
Entrepreneurship
수료 과정

Team Building

Decision Making 

Motivation &
Communication

Customer Relations

Social Media Strategy

Development of an 
online business

Business Planning

Negotiation Skills

Market Research 

n  전문화 코스는 7월과 8월에 3주 강의로 개설
n  수강 기간: 2 – 3 주
n  비지니스 맞춤 강의 12시간, 자습 3시간으로 구성
n  오전 일반 영어 프로그램과 함께 혼합하여 수강 가

능

n  골웨이 비지니스 스쿨 수료증

SPECIALIST
PROGRAMMES

n  비지니스 산업과 연계된 지식 습득
n  비지니스 커리어를 위한 창의적 경로 탐색
n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선

n  경영학을 이수 중인 학생 및 기업인들에게 적합한 프
로그램

n  수강 인원: 최대 16명
n  수강 가능 최소연령: 18세
n  레벨: B1

전문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특수 영어 실력 향상을 희망할 경우, GCI의 단기간 수료 프로그램을 통
해 커리어를 강화해보세요. 풀타임 학사 프로그램을 수강할 시간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직장인에게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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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에 활력 더하기

TAILORED
PROGRAMMES

50+ Programme
n  6월과 9월에 50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쇄

그룹 형태의 20시간 일반 영어 강의
n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통한 영어 재학습
n  개인의 관심사에 중점을 둔 활동 프로그램과 결합된

교육
n  Pre-Intermediate (A2) 레벨부터Upper-
Intermediate (B2) 레벨 사이의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진 교육 환경

n  2주의 수강 기간
n  GCI 수료증 발부

Teacher Training Programme
n  교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트레이닝 중인 교사를 대상

으로 30 시간 강의
n  새로운 기술을 언어 교육에 활용하는 실용적인 강의
n  자료 개발, 평가, 마이크로 티칭 집중 조명
n  아일랜드의 문화를 살펴보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방법 탐구
n  폐쇄 그룹 형태로 세부적인 초·중 교육 및 CLIL 옵

션 제공
n  7월 혹은 8월에 2주간 강의

GCI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능동적인 사회적 의제와 집중적인 수업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의 언어 능력

을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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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CI 수료증n  9월 -5월 사이에 개설되는 프로그램
n  코스 진행 기간: 1-2 주

SHORT STAY
GROUP
PROGRAMME

n  12-18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최대 수강
인원은 15명으로 제한

n  폐쇄 그룹 강의로 B1 부터 C2 레벨 수준의 20-30

시간 강의
n  오전 혹은 오후 수업을 선택하거나, 오전 및 오후 수

업 결합 강의도 가능
n  호스트 가정에서 모든 식사 제공
– 호스트 가정당 2-3명의 학생 배치
n  5명의 학생이 호스트 가정에 배치될 때마다 한 명의

리더는 무료 숙박

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 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

n  수업과 재미있는 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
n  더블린, 샤논, 녹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골웨이
n  기본적인 프로그램에는 자유 활동을 할 수 있는 3번의

오후 시간이 주어짐
n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전화번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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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방문 그룹 프로그램은 학기 중 골웨이에서 1-2주를 머물며 영어를 공부하고 아일랜드의 신나

는 생활을 경험해보고자 하는12-18세 학생들의 관심사와 학업 목표에 맞게 구성된 코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지만,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맞춤형의 코스 구성도 가능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GCI 도착 도착시
GCI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호스트 패밀리

숙소 배정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모허 절벽으로의 1일

여행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수료증 배부

점심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

보행 투어 보물 찾기 영화 클럽 골웨이 박물관 쇼핑

골웨이 컬쳐럴 인스티튜트와 작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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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 – 레벨 6 혹은 동급 과정

GCI는 커리어와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모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특정한
주제/과목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프로그램은 8-14주간 운영되며, 고
등교육 표준의 레벨 6와 동일한 수준(대학교 1 – 2 학년 과정)의 모듈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모듈 과정의 수료는 골웨이 비지니스 스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 모듈의 경우 수강에 앞서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듈 어워즈

SEMESTER  1  (9월 ) SEMESTER  2  ( 1월 )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인적자원 경영 (Human Resource Management)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마케팅 입문 (Introduction to Marketing)

디지털 마케팅 (Digital Marketing) 세일즈 경영 (Sales Management)

국제 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s)

마케팅 경영 (Marketing Management) 회계 입문 (Introduction to Accounting)

대중 홍보 (Public Relations) 재무 회계 (Financial Accounting)

골웨이
비지니스 스쿨(GBS)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국제 감각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합
니다. GCI의 미션은 GCI의 모든 학생들이 국제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GCI는 학생들의 호기심, 용기, 책임감과 같은 자질을 함께 개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 교육 이상을 제공하는 과정



공인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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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영역 내 커리어 발전 및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공인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은 1 혹은 2학기 (15주, 30주 강의) 동안 수강이 가능하며, 고등교육 표준의 레벨 6과 동일한
수준(대학교 1 – 2 학년)의 강의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골웨이 비지지스 스쿨의 수료증이 부여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가 시작되는 GCI

1학기

골웨이 비지니스 스쿨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커리어 기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제공

합니다:

n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이해심을 고무시키는 아카데믹 프로그램.
n 혁신과 창의력을 양성해나가는 실천적 리더십
n 소규모 수업 및 개인에 최적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n 비지니스 리더와 지성인으로 구성된 전문 교사진
n 국내 및 국제적인 기업 방문 기회

CERTIF ICATE  PROGRAMME T ITLE MODULE  CONTENT

Business & Entrepreneurship
수료 과정

n  기업가 정신
n  현대 비지니스 경영

Business Communications
수료 과정

n  마케팅 입문
n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Sales & Marketing
수료 과정

n  마케팅 입문
n  세일즈 경영
n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Marketing Management
수료 과정

n  마케팅 경영
n  디지털 마케팅
n  국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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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학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 커리어의 튼튼한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비지니스의 명확한 체계를 이해하고 혁신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필
요한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비지니스 환경을 접하여 정보,

아이디어, 문제 해결법을 효율적으로 논하는 의사소통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학사 과정(레벨 7)은 3학기 강의로 구성되며,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의 인증을
받은 골웨이 비지니스 스쿨로부터 수여됩니다.

Galway Business School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세한 정보와 브로셔를 확인해보세요:

www.galwaybusinessschool.ie

미래가 펼쳐지는 GCI 

BACHELOR 
OF BUSINESS

http://www.galwaybusinessschool.ie


BA HONOURS 
IN BUSINESS
MANAGEMENT T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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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니지먼트 경영학 학사 보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력 상장, 실력 및 지식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년 만에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레벨 7 과정의 학업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 레벨 8의 학사 학위 취득과 비슷한 자격 요건을 갖추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
다. 본 프로그램은 리서치, 분석,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활동을 통해 비지니스 영역의 성공적인 매니
저가 갖춰야 할 역량, 지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학사 보충 학위는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Wales)로부터 수여됩니다.

실천적 리더십



성실히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본 브로셔에서 소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GCI로 문의해주세요.

이메일: info@gci.ie 전화번호: +353 91 863 100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CI/GBS 디렉터

셀레스틴 로우랜드

(Celestine Rowland) MD

IALC(국제 언어 센터) 회장

데이비드 닐란드
(David Niland) CEO

골웨이 & 아이랜드 서부 지역의 멕시코 명예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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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for information & enrolment 

Talk +353 91 863 100

Type info@gci.ie
info@GalwayBusinessSchool.ie

Visit www.gci.ie
www.GalwayBusinessSchool.ie

Galway Cultural Institute

GCI House, Salthill, Galway, H91 CDW4, Ireland

mailto:info@gci.ie
mailto:info@GalwayBusinessSchool.ie
http://www.gci.ie
http://www.GalwayBusinessSchool.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