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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3개월 넘게 토론토 CES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송은비 입니다. 토론토에서 공부를 시작한 첫 

달은 general English course를 들었고, 현재는 Cambridge exam preparation course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general English course는 전체적인 문법을 다루는 동시에 선생님을 통한 캐나다 문화 간접체험,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한 외국 문화 간접체험 등 생각지도 못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eneral English 

course는 speaking 비중이 높기 때문에 speaking에 비중을 높게 잡은 학생, 혹은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고 싶은 학생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저 역시 general English course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Cambridge 

course로 옮긴 지금도 전에 사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speaking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해있는 Cambridge exam preparation cours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공인 어학 시험인 Cambridge English 

Exam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실제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 cert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는 12주의 장기 코스입니다. 

2년마다 매번 갱신해야하는 IELTS exam와는 달리 Cambridge exam는 한 번 통과하면 평생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험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Cambridge 시험은 실생활 영어 활용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speaking은 물론, British 

English로 이루어진 listening, writing, use of English(원어민이 사용하는 관용표현) 등을 모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론토 CES 어학원은 이외에도 IELTS Exam Course, EAP(pathway) Course 등 다수의 코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어학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원 내에는 English 

Only라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학원 내 규칙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학원의 분위기가 

friendly, active하기 때문에 영어를 daily speaking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CENTRE OF ENGLISH STUDIES 

DUBLIN • TORONTO • LONDON • OXFORD • EDINBURGH • LEEDS • WORTHING • HARROGATE 

           DUBLIN SCHOOL               WORTHING SCHOOL               TORONTO SCHOOL  

(Head Office) 31 Dame Street,         12, Stoke Abbott Road, Worthing,          180 Bloor Street West, Second                                                                                        

Floor, Dublin 2, Ireland                     West Sussex, BN11 1HE, England          Toronto, ON, M5S 2V6 Canada 

        W www.ces-schools.com             W www.ces-schools.com              W www.ces-schools.com  

        E info@ces-schools.com            E worthing@ces-schools.com             E toronto@ces-schools.com  

         T +353 1 671 4233             T +44 1903 231330              T +1 416 968 1405  

         F +353 1 671 4425            F +44 1903 200953             F +1 416 968 6667 

 

 

 
 

 

Centre of English Language Studies Ltd.    Reg No. 196892    Managing Director: J.Quinn    Marketing Director: J.A.Quinn    UK Director: M.Quinn 

Recognis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DLI # O19517085782 

The 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매일 다른 activity가 열리는데, 일정표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고, have to pay/free 여부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원하는 activity에 참여하여 친구들을 사귀기에 적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social program community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고, 매주 한 번씩 community 회의에 참가하여 돌아오는 주에 어떤 

activity가 적합할지 일원들 및 activity coordinator와 상의하고 activity를 기획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내에 위치한 토론토 CES 어학원은 접근성이 좋고, 하원 후에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 수준 높은 

수업인 동시에 재미와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졈, 학원 내 시설이 깔끔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다는 점 등 

여러모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의 의지에 따라 speaking skill 향상 정도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면 저처럼 하루의 전부를 영어로 가득 채워 단시간 내에 큰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CENTRE OF ENGLISH STUDIES 

DUBLIN • TORONTO • LONDON • OXFORD • EDINBURGH • LEEDS • WORTHING • HARROGATE 

           DUBLIN SCHOOL               WORTHING SCHOOL               TORONTO SCHOOL  

(Head Office) 31 Dame Street,         12, Stoke Abbott Road, Worthing,          180 Bloor Street West, Second                                                                                        

Floor, Dublin 2, Ireland                     West Sussex, BN11 1HE, England          Toronto, ON, M5S 2V6 Canada 

        W www.ces-schools.com             W www.ces-schools.com              W www.ces-schools.com  

        E info@ces-schools.com            E worthing@ces-schools.com             E toronto@ces-schools.com  

         T +353 1 671 4233             T +44 1903 231330              T +1 416 968 1405  

         F +353 1 671 4425            F +44 1903 200953             F +1 416 968 6667 

 

 

 
 

 

Centre of English Language Studies Ltd.    Reg No. 196892    Managing Director: J.Quinn    Marketing Director: J.A.Quinn    UK Director: M.Quinn 

Recognised by the Ontario 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DLI # O19517085782 

The 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 

Student: JooYong Byun  
From :    Korea 

Studies at: Centre of English Studies 
Program:   General English Program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영어공부를 위해 어학연수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에이전시에서 CES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었고, 8개월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어학연수 시작 전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CES는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국적비율도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학원 내에는 공부 뿐만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부대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구대, 

탁구대, 등) 

교육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렉티브 클래스 또한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렉티브 클래스를 2개 선택하였습니다.  

1) 모닝 클래스 : 단순히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닌, 문법 이론을 스피킹/라이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2) 비즈니스 클래스 : 매월 다른 비즈니스 주제를 다루며, 실제 롤플레잉을 통해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3) 단어 및 실제대화 스킬 :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및 대화를 다루며, 일상생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중요한 단어까지 배우기 때문에 일상생황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처음 학원 등록 시 5개월 과정을 등록하였으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3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CES 덕분에 현재는 캐네디언과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으며, 영어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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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제 이름이 외국인이 부르기에 너무 어려운 난이도인데 

선생님들이 다른 이름을 권하지않고 제대로 불러주시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학원에 다니는 제 친구는 이름부르기가 어렵다고 영어 이름을 쓰기를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액티비티의 경우 다른학원은 의무적으로 몇가지를 해야 하는 곳도 있다는데 여기는 권하고 알려주기만 하고 강제적인 

사항이 없어서 좋습니다. 

 

 

수업내용이나 평가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테스트를 본 것에 대해 리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해주는 학원도 있다고 알고있어요. 

 

오전 수업에 반 변경이 없는 점도 좋습니다. 오전 수업만 듣는 친구들에게는 해당안되겠지만  

오후 수업에 비해 오전 수업에서는 여러모로 소극적인 친구들도 다같이 친해져 좋은듯 합니다.  

학원 수업시작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로 이동중에는 연락두절이라 

본의 아니게 대중교통의 문제로 늦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를 봐줘서 좋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악용해서 일찍 도착은 하는데 와서 커피 사오느라 매일 늦는 학생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학생 개인의 문제라 별 수 없을듯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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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ELTS courses in CES has helped me a lot improving my English skills not only for the test but also 

for the daily life. After I first came to Canada, being afraid of making any mistakes, I used to be very 

cautious when speaking in English. I used limited grammar and the vocabulary that I know to focus on 

not making errors only with basic structure. However, thanks to the teachers, they found what I can 

improve more and tried to help strengthening my vulnerable points. Also they kept giving my 

confidence a boost so that I don’t get discouraged and so on. Moreover, when it comes to the IELTS, 

they were aware of what do they have to teach for each students and made the balance for each 

sections in order to help all of the students for the test. Thus, I could keep practic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before taking the IELTS. Every week, we had this mock test for getting used to the timing 

and the pressure which candidates get when taking the exam due to the long running test. Hence, I 

was able to be strongly confident during taking the test and get the enough score that I needed within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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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CES에서 9월 9일부터 FCE 시험 준비반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처음 CES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시험 지정 학교라는 타이틀 때문이였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 아직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었던 만큼 처음 반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60%를 간당간당하게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험 양식에 대해 익숙해지고, 가뿐하게 60%를 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붙어 영어를 공부하는 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물론 많고, 점수가 평소보다 좋지않게 나올 때면 

우울해지고는 하지만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영어에 자신감도 생겼고,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달마다 Evaluation이 있어서 그 때마다 솔직하게 평가를 하거나 직접 그 

부분에 대해 말을 하면 잘 바꾸어 주시려고 애 써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학원 내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들 너무 잘 해주셔서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 만족하며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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