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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Quest 
공인된 우수 교육기관
 
Quest는 1997년부터 전세계에서 모인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최고의 
교사진으로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학생 만족이라는 오직 한가지 목표로만 
달려온 Quest의 차별화된 장점으로서 소수정원제 클래스, 혁신적인 코스들, 시설, 인터넷 학사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uest는 아래 유수의 단체들에 의하여 검증 및 수상한 학교입니다:

위치 및 내부 시설 

토론토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Quest 는 두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캠퍼스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합니다.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시설들은 언어 학습에 이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채롭고 안락하게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캠퍼스에는   스마트 클래스룸(빔프로젝터 
포함)들과 학생 라운지들(포켓볼, 탁구대 및 테이블 축구 등 비치), 까페, 라커룸, 영화스크린, 
전자레인지들과 그 밖의 많은 편의시설들이 알차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적별 등록을 조정하여 보다 다이내믹한 국적 비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매달 학생 설문 및 
수업과 숙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피드백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AboutAbout

Downtown  
1 minute  
to College  
Subway

 X Languages Canada의 검증절차에 의해 검증 및 공인된 학교. 
 X 프로그램 혁신 부분 수상 학교. 
 X 고객 만족 대상 -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수상
 X 캐나다 정부의 검증을 통하여 선정된 공인 교육기관 (D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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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의 교육 방법론 
Quest의 경험많고 검증된 원어민 선생님과 12명의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위하여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uest에서는 오랜 기간 검증받은 풍부한 컨텐츠들로 가득찬 전문적인 교재들을, 
인쇄교재와 전자교재의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에서 모인, 
다양한 학습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바와 피드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Quest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자연스런 언어 습득 전략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회화 능력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현대적인 
교실들과 최신 오디오 및 비디오 시설들은 다채롭고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수업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준비된 액티비티들은 한층 더 넓은 영어 학습기회들을 제공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About Toronto 
Toronto - The World in One Place

Hardcopy and 
E-book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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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계 과정(APP) -  12페이지 참조

핵심 프로그램
핵심 프로그램 정보: Quest에서는 주당 20, 24, 28 그리고 32 레슨의 
코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커리큘럼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오후의 선택수업이나 집중 코스들과 조합하여 수강하실 수 있는 주당 28 혹은 

32레슨 코스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Core English +: Quest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포괄적인 의사소통 실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언어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가지 
분야의 동시 개발을 통하여 빠른 시간안에 자연스러운 영어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 오전수업들(periods 1~4)에서는 문법과 회화 수업을 통하여 핵심 영어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후 수업들(periods 5~7)에서는 선택 워크샵들, 혹은 상위 레벨 학생들을 위한 
집중 코스들을 통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목표에 맞추어 
특화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 기간: 1주 - 48주  |  레벨: 1 h  |  시작일: 매주 월요일  | 16세 h 

Focus on Communication (FOC): 자신감 고취! 단어수준 향상! 발음 개선!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토론과 발표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어 의사 소통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오전의 회화 커뮤니케이션 수업(Period 2 ~ 4)과 오후의 회화 관련 선택 워크샵(파워스피킹, 토론 등, 
5페이지 참조)으로 이루어지며, 추가로 4주 등록당 1세션의 Chat Buddy 프로그램(7페이지 참조)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X 기간: 1주 - 48주  |  레벨: 1 h  |  시작일: 매주 월요일  | 16세 h

Exam Power Preparation (EPP): TOEFL과 IELTS 시험을 위한 파워 준비 과정! (TOEIC 및 
Cambridge 과정은 오후의 집중 코스로만 제공됩니다.)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시험 결과로 증명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험 준비 코스입니다. 학생들은 보다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오전(periods 1 ~ 4)에는 핵심 읽기 능력, 전략적 쓰기 및 노트 필기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오후(periods 5 ~ 7)에는 말하기, 듣기 및 시험을 위한 쓰기 기술 개발 
및 실제 시험을 대비한 모의 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과제 제출과 컴퓨터를 
이용한 연습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www.TargetAcademics.com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 기간: 2주 – 16주  |  레벨 7 ↑   |  시작일: 매주 월요일  | 16세 ↑

12주 이상 
수강시 공식 
시험 1회    
비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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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모든 프로그램에서 오전 수업(period 1 ~ 4)들에서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본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오후 수업(period 5 ~ 7)에서는 학생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저희 커리큘럼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인 집중 코스들 혹은 워크샵 수업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개개인의 특별한 목표에 따라 
수업을 유연하게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워크샵: 다양한 토픽들이 레벨별로 구분되어 매주 제공되며,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매주 직접 선택하시게 됩니다.  

집중 코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영어나 시험 대비 또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상위레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집중 코스들은 하루 3 레슨(2.5시간)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벨 및 학사관리 
Quest는 기초에서 고급 레벨에 걸쳐 총 11개의 레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첫날 레벨 테스트를 치른 후 
알맞은 레벨의 클래스에 배치됩니다. 테스트는 1대
1 인터뷰 및 읽기, 듣기, 어휘, 문법등을 체크하는 
컴퓨터 테스트로 진행 됩니다. 

주간 테스트 및 학사 관리: 모든 프로그램에서 
주간 쓰기 테스트와 월간 스피킹 테스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성취도를 관리하고 학생들은 매4
주마다 홈페이지에서 학생 평가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한 효율적인 학습과 빠른 실력 향상에 
중요한 도움드리게 됩니다. 
                           
레벨 상승: 시험 결과는 평가 보고와 통합되어 다음 
레벨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레벨이 올라가는데 4주에서 5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TOEFL 준비반
 ► IELTS 준비반
 ► 아카데믹 라이팅

 ► 서비스업 잉글리쉬
 ► TOEIC 준비반
 ►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커뮤니케니션
 ► 특수 직종 영어(제약, 
항공기술 등) 

학사 관리 리포트 샘플

Fo
cu

ss
ed

 
Co

ur
se

s

 ► 최근 정세
 ► 발음
 ► 블로깅 및  

   팟캐스팅
 ► 슬랭(속어)

 ► 워드 파워
 ► 팝송 영어
 ► 리스닝 및 스피킹
 ► 마케팅
 ► 효과적 영문 쓰기

 ► 파워 스피킹
 ► 영문 이력서 쓰기
 ► 비지니스 기술
 ► 인터뷰(면접) 기술
 ► 토론

 ► 리얼 잉글리쉬
 ► 전화 영어
 ► 연기(역할극) 영어
 ► ... 그 외 다수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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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Quest의 ELT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술과 함께 공인된 수료증을 제공합니다. ELT 
프로그램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Quest에서는 아래 두가지 형태의 EL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 TESOL International: 높은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지만 아직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국에서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영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X TESOL Professional: TESL Canada 인증 프로그램.  전문직으로서 영어 교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 세계 어느 사설 어학원에서라도 영어를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시게 
됩니다. 원어민 수준의 스피킹 능력 혹은 TOEFL IBT 80점 이상(카테고리별 최소 2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X 시작일: 연중 4~5회 - 별도 문의 필요 | 21세 h | 레벨 9 /10 h
 X TESOL International 및 Professional: 100시간(4주) 수업 및 20시간 실습
 X www.TargetAcademics.com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Program - Study and Work: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 
학생들이 저희의 모든 영어 프로그램과 조합하여, 학생들의 경력이나 관심분야에 맞춘 인턴쉽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종과 학생들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유급 포지션으로 배정이 가능하며, 서비스직, 일반 사무직, 
세일즈, IT 등 많은 직종으로의 연결 또한 가능합니다. 

 X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께만 제공됩니다. 
 X 인턴쉽 배정에 앞서 최소 4주의 풀타임 영어과정(비지니스 포커스) 수강이 요구됩니다.
 X 레벨: 인턴쉽 시작전 7~8  |  시작일: 매주 월요일  |  18세 ↑ 

원격 강의: 최신 영상 컨퍼런스 기기를 활용하여 몰입도 높은 영어 수업을 전세계의 개인, 회사, 
단체 그리고 학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uest에서는 영상 컨퍼런스 기기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해당 기기들의 설치와 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가 요구됨) 

워킹 홀리데이 비자?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라고도 알려져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한의 캐나다내 취업 비자입니다. 만 18세부터 30세까지의 연령을 
가진, 다음 국적의 모든 분들은 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영국. 

6

Programs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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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ivate English (그룹 또는 개인):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이 특정한 내용에 대한 영어를 빠르게 
습득하는데에 효과적인 수업입니다. Quest에서는 법률, 엔지니어링, 의약, 항공, 테솔 및 관광 등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그룹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기간: 연중 | 레벨 1 ↑  | 상시 시작 가능 | 13세 ↑

티쳐스 홈스테이 + 개인 교습: 집중적인 영어 훈련에 이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씩 집중적인 개인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한 영어 
환경안에서 선생님의 가족들과 상호 작용하는 “캐네디언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어휘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며 Quest 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X 기간: 1주 ~ 12주 | 레벨: 1 이상 ↑ | 시작일: 매주 월요일 | 14세 ↑
 

자녀 동반 프로그램: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Quest에서는 자녀의 연령대와 시즌에 
따라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X 13에 이상: 부모님 수업 동안 Quest의 다른 교실에서 수업에 참가. 
 X 5세 ~ 12세(6월에서 8월까지만 운영): 부모님 수업시간 동안 자녀들은 토론토 시티 센터의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여름 캠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옵션 선택을 위해서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미리 예약 등록이 요구됩니다. 

 X 5세 ~ 12세 어린이 그룹: Quest 본 캠퍼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해당 그룹만을 
위한 수업이 제공되며, 등록을 위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참가가 요구됩니다.    

추가 옵션 프로그램: 저희 정규 과정과 함께 신청하실수 있으며 여러분의 학습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X English MAX: 역할극, 크리에이티브 팀 프로젝트, 그리고 몰입 리액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어 기술들을 연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환상적이고 경제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제공되며 Quest의 어떤 과정과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X Chat Buddy: 네이티브 스피커인 친구들과 캐나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회화 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사교 활동과 토론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 일주일에 3시간에서 5시간(참가자 수에 따라 
시간 변동됨) 동안 친구들을 만나며 버디 1명당 최대 참가 인원은 5
명입니다.

 X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여러분의 영어를 연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친구와 인맥을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를 배우기 위한 자연스럽고 몰입도 높은 상황들을 
경험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X 자원봉사 배정 가능 레벨: 5 ~ 6 ↑ | 18세 ↑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듭니다.   

옵션 코스로 
완.벽.한.      

영어 실력을 
만드세요!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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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

개별 목표를 
위한 유연하
고 집중적인
영어 학습

레  벨

Quest 레벨 
및 일반적 

기준의 영어 
레벨 비교

 오  전

핵심적인  
기본 영어      
스킬 개발

프로그램 시간표 - 수업별 토픽

대부분의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들은 74점~87점의 APP 졸업시험 점수(붉은색 표시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TOEIC TOEFL IBT IELTS CEFR1 Quest Level APP2 Exit Test

10 - 215
0 - 8 0 - 1 A1 Level 1 - Beginner 1 0-3

9 - 18 1 - 1.5 A1 2 - Beginner 2 4-23

225 - 545
19 - 29 2 - 2.5 A1-A2 3 - Beginner 3 14-24

30 - 40 3 - 3.5 A2-B1 4  - Intermediate 1 25-35

550 - 780
41 - 52 4 B1 5 - Intermediate 2 36-47

53 - 64 4.5 - 5 B1-B2 6  Intermediate 3 48-59

785 - 935
65 - 79 5.5 B2 7 - Intermediate 4 60-73

80 - 101 6 – 7 C1 8, 9 - Advanced 1 &2 74-87

940 - 990 102 - 120 7.5 - 9 C2 10, 11 - Advanced 3 & 4 88-100
1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 2 APP: Quest’s Academic Pathway Program

Quest 레벨 비교표 Table B

q

q

q

Structure
오  전 English Foundation Programs Academic Foundation Programs

Core English 
Level: 1 h 

Focus on Communication (FOC)
Level: 1 h

Exam Power Preparation   
TOEFL, IELTS Level: 7 h

Academic Pathway Program
Level: 7 h

ELT Programs  
Level: 9 h

P. 01 
8:40 - 9:30

문법 기초
 X 언어구조, 시제 등.

 X NA
 X 아카데믹 읽기 패턴

 X 전략적 읽기 방법론 및 읽기 연습 
 X 언어 습득 및 역사

  Break  - 10 min.

P. 02 
9:40 - 10:30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토론, 어휘력 향상, 단어의 형태 및 조합

 X 응용 읽기 방법론
 X 아카데믹 어휘 습득 및 노트 필기 테크닉

 X 강의 방법론 및 수강 원칙

Break - 5 min. 

P. 03 
10:35 - 11:25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주제와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한 듣기 연습, 의견 표출 및 리액션.

 X 읽기 이해 연습
 X 문맥속 어휘 이해

 X 강의 계획 수립 및 강의교재 선택

Break - 5 min.

P. 04 
11:30 - 12:20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스피킹 훈련, 언어활용법, 발음 및 의사 전달법

 X  프리젠테이션: 기획, 프리젠테이션 및 전달법  X 언어학 및 강의 분석

Break - 40 min. 워크샵 혹은 집중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PP / APP 집중 코스

오  후 선택 워크샵 > 5페이지 
워크샵 1은 2개 레슨간 진행

집중 코스 > 5페이지 
모든 코스는 3개 레슨으로 구성

EPP 집중 코스 
TOEFL 및 IELTS APP 집중 코스

 X  강의 테크닉
P. 05 

13:00 - 13:50 
워크샵 1 레벨 2 이상  
워크샵 내용은 5페이지 참조.  
FOC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포함. 

집중 코스들의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 
6에서 7레벨이 요구됩니다. 

 X 아카데믹 쓰기
 X TOEFL
 X IELTS
 X TOEIC
 X 서비스업 영어
 X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X 특수 직종 영어(항공, 의약 등)

 X 읽기 전략
 X 어휘력 증진
 X 모의 시험

 X 문법 기초
 X 문장 수립
 X 어휘 형식

Break - 10 min.

P. 06 
14:00 - 14:50

 X 듣기 전략
 X 노트 필기 테크닉
 X 말하기 패턴 및 전달법

 X 단락 구성
 X 에세이 쓰기 및 구성
 X 인용 규칙 (MLA, APA 등)

 X 강의실 운영 및 수강생 평가 

Break - 10 min.
English MAX

매주 금요일 13:00 ~ 15:50
영어를 즐겨라! 

P. 07 
15:00 - 15:50

워크샵 2 레벨 2 이상 
워크샵 내용은 5페이지 참조.
최대 정원 8명.

 X 쓰기 모델
 X 쓰기 구성
 X 응용 문법

 X NA

8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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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표 - 수업별 토픽
오  전 English Foundation Programs Academic Foundation Programs

Core English 
Level: 1 h 

Focus on Communication (FOC)
Level: 1 h

Exam Power Preparation   
TOEFL, IELTS Level: 7 h

Academic Pathway Program
Level: 7 h

ELT Programs  
Level: 9 h

P. 01 
8:40 - 9:30

문법 기초
 X 언어구조, 시제 등.

 X NA
 X 아카데믹 읽기 패턴

 X 전략적 읽기 방법론 및 읽기 연습 
 X 언어 습득 및 역사

  Break  - 10 min.

P. 02 
9:40 - 10:30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토론, 어휘력 향상, 단어의 형태 및 조합

 X 응용 읽기 방법론
 X 아카데믹 어휘 습득 및 노트 필기 테크닉

 X 강의 방법론 및 수강 원칙

Break - 5 min. 

P. 03 
10:35 - 11:25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주제와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한 듣기 연습, 의견 표출 및 리액션.

 X 읽기 이해 연습
 X 문맥속 어휘 이해

 X 강의 계획 수립 및 강의교재 선택

Break - 5 min.

P. 04 
11:30 - 12:20

회화 커뮤니케이션 기초
 X 스피킹 훈련, 언어활용법, 발음 및 의사 전달법

 X  프리젠테이션: 기획, 프리젠테이션 및 전달법  X 언어학 및 강의 분석

Break - 40 min. 워크샵 혹은 집중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PP / APP 집중 코스

오  후 선택 워크샵 > 5페이지 
워크샵 1은 2개 레슨간 진행

집중 코스 > 5페이지 
모든 코스는 3개 레슨으로 구성

EPP 집중 코스 
TOEFL 및 IELTS APP 집중 코스

 X  강의 테크닉
P. 05 

13:00 - 13:50 
워크샵 1 레벨 2 이상  
워크샵 내용은 5페이지 참조.  
FOC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포함. 

집중 코스들의 수강을 위해서는 최소 
6에서 7레벨이 요구됩니다. 

 X 아카데믹 쓰기
 X TOEFL
 X IELTS
 X TOEIC
 X 서비스업 영어
 X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X 특수 직종 영어(항공, 의약 등)

 X 읽기 전략
 X 어휘력 증진
 X 모의 시험

 X 문법 기초
 X 문장 수립
 X 어휘 형식

Break - 10 min.

P. 06 
14:00 - 14:50

 X 듣기 전략
 X 노트 필기 테크닉
 X 말하기 패턴 및 전달법

 X 단락 구성
 X 에세이 쓰기 및 구성
 X 인용 규칙 (MLA, APA 등)

 X 강의실 운영 및 수강생 평가 

Break - 10 min.
English MAX

매주 금요일 13:00 ~ 15:50
영어를 즐겨라! 

P. 07 
15:00 - 15:50

워크샵 2 레벨 2 이상 
워크샵 내용은 5페이지 참조.
최대 정원 8명.

 X 쓰기 모델
 X 쓰기 구성
 X 응용 문법

 X NA

Table A

1!

수업 시간별 프로그램 선택 옵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7교시까지, 금요일은 4교시까지 진행되며, 금요일 오후에는 English 
MAX가 진행됩니다. ELT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교시까지 총 30레슨으로 제공됩니다. Table C

Lessons Core English Focus on  
Communication

Academic Pathway 

Exam Preparation
ELT 

TESOL English MAX

2) Period 1-4 NA NA NA English MAX
  매주 금요일 오후           
   13:00 ~ 15:50
여러분의 영어실력 
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 끌 어 드 립 니 다 .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총 수업기간 
및 주당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조합하여   
신 청 하 실 수 
있습니다.

2$ NA Period 2-6 Plus  
P. 05 of English MAX NA NA

2* Period 1-6 Period 2-7 Plus  
P. 05 of English MAX

APP 
Period 1-6

Period 1-6
30 Lessons

3@ Period 1-7 NA EPP 
Period 1-7 NA

English 
Max.35

English MAX는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재미있으며, 보다 상호교류적인 영어 
연습을 제공함으로써 더 자신감있고 편안한 스피킹 실력을 고취시켜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에 순서대로 1개, 2개 혹은 3개 레슨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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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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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Quest의 액티비티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Quest
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매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액티비티에 학교 직원이 함께 참가합니다.  

계절 스포츠, 문화행사, 당일 및 주말 여행, 파티, 외식을 포함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학교의 스포츠 클럽(축구, 야구, 농구)에 참가하시거나 새로운 
액티비티를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액티비티들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Ì 카누/카약
 Ì 페스티벌 
 Ì 암벽등반 
 Ì 무료 영화 상영 
 Ì 송별파티 - 매주 금요일
 Ì 클럽 나이트
 Ì 메이저리그 스포츠 관람
 Ì 뮤지컬 관람
 Ì 스키, 스케이트
 Ì 피자데이 
 Ì 팀 스포츠
 Ì 인터내셔널 데이 
 Ì 심야 볼링 
 Ì 당일 및 주말 여행: 
 Ì 나이아가라 폭포 
 Ì 프렌치 캐나다 (퀘벡주) 
 Ì 뉴욕 
 Ì 시카고
 Ì 보스턴
 Ì 천섬 
 Ì 알곤퀸 주립 공원 캠핑

상담 서비스
여러분들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어학 연수를 위하여 저희 Quest 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X 무료 - 각종 시험 신청: TOEFL, TOEIC, IELTS, Cambridge. 
 X 무료 - 비자관련: 비자 및 신청 서류 습득 경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X 무료 - 학사 상담: 생활 전반 상담 및 캐나다내 진학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X 유료($250) - 특화된 진학 상담: 자세한 대학 정보와 조언. 학교와 학과 선택 상담 및 입학 지원서 

작성 포함. 
 X 다양한 언어로의 상담 지원: 의사소통이 힘든 이슈인 경우, 모국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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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정보
 
숙소 선택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수를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숙소를 위하여 최적의 숙소를 엄선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들이 포함된 숙소 정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숙소 옵션

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어학연수와 해외생활의 기반이 될 안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캐나다의 환경과 문화를 소개해드림으로써 캐나다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Quest는 홈스테이 
가정의 시설 수준과 문화/인성적 배경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X 홈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수업없이 캐나다인들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 하시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집안일부터 재미있는 활동까지 홈스테이 가족들의 일상에 몸 담으며 영어를 연습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및 다른 캐나다의 작은 도시들에서 진행되며 홈스테이 가족들에 의한 

영어 수업도 선택 가능합니다. 

 X 시작일: 연중 참가가능 | 14세 ↑

레지던스: 레지던스(기숙사)는 홈스테이와 비교하여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숙소라고 할 수 있으며, 레지던스(기숙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설들이 
제공됩니다:

Quest에서는 아래 두가지 형태의 레지던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X 스탠다드: Quest와 연계된 다운타운의 대학 기숙사. Quest까지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월 초에서 8월 세번째 주까지만 입주 가능.

 X 베이직-스튜던트 하우스: 학생들이 모여사는 일반 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학생들이 사용. 연중 입주 가능. 

아파트: 가족이 함께 오시거나 간섭이 전혀없는 완전한 독립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숙소로서 모든 가구와 주방, 욕실, 거실, 세탁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없으며 친구와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X 가구 완비된 일인실 
 X 공동 혹은 일인용 욕실 
 X 편리한 대중 교통  

 X 전화, TV, 세탁기, 인터넷 등 
시설 이용 가능

 X 균형 잡힌 식단 제공  

 X 공용 욕실, 공용 주방, 공용 거실    
수건 및 취사도구 

 X 1인용/2인용 침실   
 X 식사제공 없음

 X 사진 
 X 위치표시 지도
 X 동영상  

 X 세부사항
 X 연락처 정보
 X 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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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You Need
for The Future You Want

Academic 
Pathway
캐나다의 컬리지와 유니버시티 입학을 위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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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개요 
APP 과정은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된, 집중적인 아카데믹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 입학: 중상급의 영어 레벨 - Quest 레벨 7. 별도의 입학시험 응시가 요구됩니다.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일반 영어과정의 사전 등록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매주 입학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기간: 12주. 최장 16주 신청 가능. 

 ► 수료: APP 졸업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2주후에 다시 

한 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두번째 시도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주 추가 

등록 및 수업 이후에 다시 졸업 시험 기회가 부여됩니다.  

APP는 여러분들의 읽기와 쓰기 실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밀하고 아카데믹한 기준에 

따른 자료 조사 방법 및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APP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아카데믹 쓰기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 및 자료 조사 능력 개발.

 ► 아카데믹 어휘 능력 습득 및 강력한 프리젠테이션 능력 개발.

 ► 주제 파악, 특이사항 파악, 아이디어의 연결 및 정리등을 위한 효과적인 읽기 능력 배양.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저희의 파트너 컬리지 및 유니버시티의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8페이지의 레벨표에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입학을 위한 최소 요구 영어 

점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연계 과정 (APP)
대학연계과정(APP)은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하여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진학하려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 저희의 파트너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들로부터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부 혹은 최종 

입학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공부하고자하는 분야에서의 학업적 성취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영어 

능력 개발을 위한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유수의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에서 최소 1년 부터 최장 4년까지의 학사, 디플로마 혹은 준석사 

학위 과정들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컬리지/유니버시티 입학과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유/무급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 졸업후에는 최대 3년동안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하실 수 있으며, 저희의 파트너 

컬리지 및 유니버시티들은 90%에 이르는 졸업 후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APP 입학  
시험 통과

80% 이상의 
출석률 유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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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졸업  
시험 통과 

대학 입학  
취업 가능a

APP 수업 일정 캡쳐
Period 강의 내용

P. 01 
8:40 - 9:30

 X 아카데믹 읽기 패턴 파악
 X 전략적 읽기 방법론 및 읽기 연습

Break  - 10 min.

P. 02 
9:40 - 10:30

 X 응용 읽기 방법론
 X 아카데믹 어휘 습득 및 노트 필기 테크닉

Break - 5 min. 

P. 03 
10:35 - 11:25

 X 읽기 중 이해도 상승 훈련
 X 문맥별 어휘 이해 훈련

Break - 5 min.

P. 04 
11:30 - 12:20

 X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기획 및 전달법

Break - 40 min.

P. 05 
13:00 - 13:50

 X 문법 기초 확립
 X 문장 구조 파악  
 X 어휘 구성 형태

Break - 10 min. 

P. 06 
14:00 - 14:50

 X 단락 개발
 X 에세이 쓰기 및 구성
 X 인용 규칙 및 기준 (MLA, APA 등)

APP 장학금 제도 - 최대 $3,000
APP 수료후,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학기 시작 한 달 후에 $500의 Quest 

APP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APP 졸업시험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은 $500이 추가되어 

최고 $1,000의 장학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파트너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는 

경우에 따라 최고 $2,000까지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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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Adventure 
Camps

AdventureInCanada.com

“The best experience  
of my life!!!” 
Matheus de Souza , Brazil

주니어 학생들을 위한, 수업+액티비티 조합의 캠프 프로그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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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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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 
Adventure 
Camps

AdventureInCanada.com

“The best experience  
of my life!!!” 
Matheus de Souza , Brazil

주니어 학생들을 위한, 수업+액티비티 조합의 캠프 프로그램

17

개요
“생애 최고의 경험” – Quest의 어드벤쳐 캠프 프로그램은 즐거운 영어 수업과, 다양하고 짜릿한 
액티비티들의 조합으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영어를 
교육한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발견들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룹별 요구에 맞추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400명 이상의 가장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6월~8월의 여름 시즌이 가장 인기가 높은 시기입니다.      

캠퍼스 위치 및 클래스 규모  
수업은 저희 메인 캠퍼스와 썸머 캠퍼스 양쪽에서 진행되며, 두 캠퍼스 모두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 쉽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철역 도보 2분 거리) 라이어슨 
대학에 위치한 썸머 캠퍼스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만 운영되며, 위치는 뒷면의 지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고 자격을 소지한 선생님들이 이끄는 소규모 수업(최대 12명, 여름 16명)들은 실용적인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는 편안하고 모던한 환경에서 제공됩니다. 

잉글리쉬 Plus 리더쉽 기술 – 주당 20레슨 
주당 20레슨의 프로그램으로서 매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진행되며 각 레슨은 
50분간 이루어집니다. 여름시즌의 매일 마지막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새로운 
아이디어 탐험을 통한 리더쉽 기술 개발 수업이 포함됩니다. 이 수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미’입니다. 

입학일 일정 – 레벨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 
입학 첫 날, 모든 학생들은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여 총 11레벨중 알맞은 레벨로 배정되게 
됩니다.  레벨 배정후, 주간 복습 테스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도를 체크합니다. 테스트 성적과 
출석률은 각 학생들의 온라인 성적표에 반영되게 되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언제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이후에 모든 학생들은 수업, 액티비티, 숙소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교내 
규칙 및 정책 소개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만족도를 고취하게 됩니다.    

학교 시설
크고 모던한 스마트 강의실과 학생 라운지, 영화 감상실, 게임룸, 어학실, 라커룸등의 시설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 및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수십대의 컴퓨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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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짜릿한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저희 어드벤쳐 프로그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방과 후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며, 또한 수업을 통하여 배운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어드벤쳐 프로그램은 최고의 추억으로 기억될수 있는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매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누, 테마파크, 워터파크,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익사이팅한 액티비티들이 주 6회 제공됩니다. 
스탠다드 프로그램에는 자유 시간을 위한 주 1일의 액티비티 프리 데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포함 
매일의 액티비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액티비티 리더: 모든 액티비티들은 많은 경험과 높은 책임감을 지닌 노련한 선생님들과 액티비티 
담당자들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액티비티 시간: 주중의 모든 액티비티들은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저녁 
식사 시간 이전인 오후 7시에 종료됩니다. 몇몇 액티비티들은 저녁 식사 후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 주말 소풍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에 종료됩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Arrival. Students Met at Airport. Testing , Orientation, City Tour Canoeing on Lake Ontario Activity Free day CN Tower Day trip to Niagara Falls Canada Day Celebrations

Outdoor Sports at Beaches Disco Night Wonderland Water Park Activity Free Day Waterfront Concert Wasaga Beach Toronto Zoo

Outdoor Swimming Disco Boat Cruise Activity Free Day Royal Ontario Museum Laser Quest Canada’s Wonderland Beache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ctivity Free Day QUEST Olympics Bowling Blue Jays Baseball Game Farewell Ceremony at Medieval Times Toronto Islands Beach, Sports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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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최대의 경험을 제공.
 X 학생들의 안전 관리 책임.

 X 모든 액티비티 일정 및 장소 숙지.
 X 언제나 학생들을 존중하는 태도 유지.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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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Virtually Everyday, Every Weekend
Professional Instructors also Lead Activities

One Full Day Excursion per Weekend
One Linguistic Group per Homestay

International Mix of Students
Detailed Accommodation Information Prior to Arrival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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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Virtually Everyday, Every Weekend
Professional Instructors also Lead Activities

One Full Day Excursion per Weekend
One Linguistic Group per Homestay

International Mix of Students
Detailed Accommodation Information Prior to Arrival 

 

여행 옵션:  2일, 3일 혹은 최대 4일동안의 패키지 여행을 여러분들의 액티비티 캘린더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행들은 고급 관광 버스와 3~4성급 호텔 그리고 전문 가이드를 포함하여 준비되며, 식사와 
입장료들은 여행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캠프 옵션: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시거나 이미 가진 스포츠 기술을 더욱 능숙하게 향상 
시킬수 있도록 준비된 스포츠 캠프는 그룹과 개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준비되어 
정규 액티비티들에 참가하시면서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French 
Canada

New York
City

Boston,
Washington

Chicago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 예약 
필요. 하키, 스키 및 스노우보딩은 
겨울에만 제공 가능.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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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옵션 
Quest는 숙소의 수준이 캠프의 전체적 만족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숙소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최상의 숙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들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기준, 학교에서 평균 35분에서 5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홈스테이당 한국 학생 숫자를 1명으로 제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도착 전에 아래 사항들이 포함된 홈스테이 프로파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X 홈스테이 호스트, 숙소 시설 및 방을 포함한 최소 3매의 사진과 영상
 X 학교와 숙소가 모두 표시된 지도
 X 버스 번호, 지하철 방향, 소요 시간등이 포함된 대중교통 안내
 X 숙소, 해당 지역 그리고 주변 시설등을 포함한 상세 설명

모든 학생들의 홈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만족 수준을 유지합니다.

www.studyquest.net/accommodation/profile 에서 숙소 프로필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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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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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oronto, 89 Chestnut Residence - 23 페이지 지도 참고 

Ryerson University ILLC Residence - 23 페이지 지도 참고

Building Reception Cafeteria

Gym Floor Hallway Room

Building Reception Entrance

Cafeteria Floor Hallway Room

레지던스(기숙사) 옵션
기숙사 옵션은 매년 5월부터 8월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아래 두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X 토론토 대학교 - 89 Chestnut 기숙사. 최소 3주 숙박 필요 
 X 라이어슨 대학교 - ILLC 기숙사  

두 기숙사 모두 썸머 캠퍼스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저희 본 캠퍼스까지도 도보 15분내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들은 아래의 시설들 포함, 최신 시설을 갖춘 모던한 기숙사들입니다:

 X 싱글 혹은 더블 룸 (에어컨 완비)  
 X 객실 내 화장실
 X 식사를 위한 자체 카페테리아
 X 24시간 경비 및 프론트 데스크
 X 헬스장 (Chestnut 기숙사만 해당) 
 X 인터넷 연결(추가요금 부과)

 X TV와 게임룸을 갖춘 학생 라운지
 X 주방 시설 (ILLC 기숙사만 해당)
 X 청소 서비스 (주 1회)
 X 침대 시트 및 타월 교체 (주 1회)
 X 코인 빨래방
 X 다림질 용품 사용 가능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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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그룹 규모, 연령 및 개별 등록 안내
모든 연령의 그룹과 개인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은 여름에만 가능, 13세 이상).  Quest에서는 최소 5
명에서 최대 250명 사이즈의 그룹 캠프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캠프에는 400
명에서 500명, 그리고 겨울에는 100명에서 150명의 학생들이 저희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룹들은 항상 각각의 담당 액티비티 코디네이터 혹은 카운셀러의 안내를 받게 되며, 함께 
배정되는 개별 등록 학생들도 같은 담당자의 인솔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국적 – 세계로의 모험 
저희의 썸머 어드벤처 코스에는 수많은 다른 국적의 학생들에게 잊지못할 국제적 경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사우디, UAE, 러시아, 일본, 벨기에 
그리고 터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이 저희 어드벤쳐 프로그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동 수단 
공항과 숙소까지의 교통편은 이미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공항에 도착하셨을때 
저희 담당 직원을 만나 시내 교통카드와 긴급 연락처, 지도를 포함한 수업시작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학교로의 통학과 방과후 액티비티를 위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도시 
밖으로의 여행이나 소풍들을 위해서는 단체 버스가 준비됩니다.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북미에서 
두번째로 큰 시스템이며, 세계에서도 제일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업 첫 
날에는 학교까지 저희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게 되십니다. 

안전 및 서비스 
Quest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희의 모든 액티비티 
담당자들은 학생 안전 관리에 관한한 노련하고 경험많은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긴급 연락을 위하여 학생들은 토론토 
공항 도착과 동시에 긴급 연락 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식사
홈스테이에 머무르는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1일 2식 혹은 3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 아침식사: 컨티넨탈 스타일 – 시리얼, 토스트, 과일, 우유 등 (셀프 서비스일 수 있음)
 � 점심식사: 샌드위치, 음료, 스낵 등이 포함된 도시락
 � 저녁식사: 미리 준비된 가정식

기숙사에서 머무르는 학생들 역시 선택에 따라 1일 2식 혹은 3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부페 스타일의 
아침, 저녁 식사와 더불어, 점심식사는 기숙사에 따라 도시락 혹은 부페 스타일로 준비됩니다. 
소풍일의 점심 식사는 도시락이 제공되거나 혹은 직접 구매하시도록 허용이 됩니다.

리틀쥬니어 7세부터 12세까지. 반드시 성인 인솔자와 함께 기숙사 옵션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단, 16세 이상의 형제 자매, 혹은 인솔자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홈스테이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쥬니어 13세부터 18세까지.  기숙사와 홈스테이 옵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https://www.languagecourse.net/cours-de-langues/ecole-quest-language-studies-toronto.php3+1 646 503 18 10 +44 330 124 03 17 +34 93 220 38 75 +33 1-78416974 +41 225 180 700

+49 221 162 56897+43 720116182
+31 858880253 +7 4995000466 +46 844 68 36 76 +47 219 30 570 +45 898 83 996

+39 02-94751194+48 223 988 072
+81 345 895 399 +55 213 958 08 76 +86 19816218990

https://www.languagecourse.net/cours-de-langues/ecole-quest-language-studies-toronto.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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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When

샘플 일정

7:30 ~ 8:30 아침 식사 및 등교

8:40 ~ 9:30 수업: 문장 구조 학습

10 분 휴식

9:40 ~ 10:30 수업: 토론, 어휘력 증진 및 단어 구조 학습 

5 분 휴식

10:35 ~ 11:25 수업: 듣기 연습, 의견 표현법 및 리액션

5 분 휴식

11:30 ~ 12:20 수업: 말하기 연습, 언어 활용법 및 발음 

12:20 ~ 13:30 점심 식사

13:30 ~ 18:30 액티비티: 온타리오 호수에서 카누 타기

19:00 ~ 20:30 홈스테이에서 저녁 식사

하루 일정 샘플

Quest 캠퍼스 및 기숙사 위치

Main Campus

Academics Campus

Summer Campus

Ryerson Residence

Chestnut Residence

200 meters

Réservez au plus bas prix dans le monde entier à:

https://www.languagecourse.net/cours-de-langues/ecole-quest-language-studies-toronto.php3+1 646 503 18 10 +44 330 124 03 17 +34 93 220 38 75 +33 1-78416974 +41 225 180 700

+49 221 162 56897+43 7201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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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45 895 399 +55 213 958 08 76 +86 19816218990

https://www.languagecourse.net/cours-de-langues/ecole-quest-language-studies-toronto.php3


Thank you Quest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Quest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혹은 한국내의 저희 파트너 유학원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어 문의도 물론 가능합니다.                    
Quest와 함께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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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Quest, We Try Harder

Quest Language Studies 
433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5B 1T3, Canada
T. 416-962-2272  |  F. 416-962-1334     
www.studyquest.net  |  info@studyquest.net

Our goal, to help you achieve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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