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링크 국제과정 프로그램 소개 

학원 속, 또 하나의 국제학교 

GLOLINK
INTERNATIONAL
STUDIES

말하기, 쓰기, 시험적응 훈련 강화

학생들은 북미정규교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회화 능력을 보강 합니다.

말하기 위주의 학습을 보다 밀도있게 도입하여  

구체적인 말하기 훈련을 강화 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고등학생까지의 필수 단어를  

영어로 학습 함으로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언어 자체로 학습 합니다.

배운 단어를 활용하여 말하고 영작하는데  

자연스러울 때까지 반복 학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패턴화 하여  

반복 경험 시킴으로서 언어로 습득된 영어 능력을 
 

실제적인 시험 결과로 도출해 냅니다.

특수 중고등학교 입학시 인정되는 각종 시험들에 
 

정기적으로 응시하여 필요한 등급 및 점수를 취득  

함으로서 진학시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

www.glolinkeducation.com
www.glinstitutes.comTel: 02.502.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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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학력인증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학과목수업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체험학습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제4세대 영어교육 방법론 

글로링크 어학원 국제과정은 

초중등 영어교육의 기준을 넘었습니다!

GLOLINK  STAR SYSTEM



Glolink 교육품질 보장 시스템

Glolink 국제과정의  도입목적 및 구성 
 

 

 

글로링크 국제과정

글로링크 국제과정 학사운영 안내

체계화된 Glolink 교수자원 훈련과정을 통하여 글로링크 

담당교원을 정기 교육하고, 본사에서 교사 및 학생 학업

진행을 온라인 관리 감독 방식으로 품질보장

학생들은 한국내 교사의 지도를 받아 수업을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숙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현지 

 

학업 기준의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됨

모든 교자재는  숙련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캐나다 현지 개발팀이 구성

모듈별(총 6년 교육 분량, 72개 모듈, 780여권)로 제공 

– 피드백 반영 시스템

학부모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진척상황 및  

시험결과 확인 시스템 운영

학생들의 성적 진척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글로링크 담당 교사에 대한 간접평가 실시로 

교육의 품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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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link
국제과정

Glolink 국제과정 

학생등록 및수업 개시월 

(분기별 모집) 

1월
 

유치부 2년차 이상 졸업반 
유치부 1년차 출신 초등부, 

초등부 합격생

9월
 

유치부 3년차 이상 졸업반 
유치부 1.5년차 출신 초등부, 

초등부 합격생

3월
 

초등부 합격생

6월
 

초등부 합격생

•  북미 현지 정규교육 시스템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
•  북미 현지 학생 적용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
•  북미 현지교사에 의한 학사관리
•  English,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의 
    주요과목 학습

•  GloLink Education School Network™의 해외 학력인증서 취득
•  전체 6년 과정의 총 780권 분량의 방대한 학습량
•  글로링크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해외 체험
•  한국 교과과정과 70%이상 연계 
    (역사, 지리, 정치구조, 수학 일부분 제외)

•  한국 교과과정 기준 6년 이상의 선행학습: 교과부 
    영어교육 기준 고3 수준 달성

•  Senior레벨(Grade 5)부터 입시준비과정 포함
   – Essay Writing, Debating,Group Discussion, 

      Interview Preparation(Over 120 Classes/Year) 

•  전과정 100% 영어진행 
  – ENGLISH AND KOREAN, FULLY BILINGUAL!!

호주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GLOLINK 
SCHOOL NETWORK

• 학력인증
• 입학우대 조건

• 현지 선생님의 학업조언
• 교사 교환 프로그램

Glolink 국제과정의 도입을 통해 한국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Glolink는 목적으로서의 영어가 아닌 도구로서의 영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북미 정규 교과과정 입니다.    

글로링크 국제과정은 

북미 현지 정규교육 시스템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