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college

Melbourne, Australia

멜번에서 유일하게 “English Only”
를 철저히 실천하는 학교. 교내에서 
전교생이 영어만 사용하므로 모든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타학교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향상됨. 

강력한“English Only”Policy

• 일반영어
• 익스트림 영어
• 바리스타코스
• 아이엘츠/EAP
• 비즈니스영어
• 캠브리지 FCE
• 캠브리지 CAE

• 다양한 국적
• 최고수준의 교사진
• 모든코스는 호주 정부로부터 
인가받음

• 멜번시내 위치
• 캠브리지과정 시험센타
• 멜번 명문대학들과의 연계과정

Why Impact?

Accredited by

AU S T R A L I A

다양한 코스



WEEKS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 ADVANCED

GENERAL ENGLISH

EXTREME ENGLISH

BARISTA/CAFÉ ENGLISH

IELTS/FURTHER STUDIES

BUSINESS ENGLISH

FCE

CAE

Text goes hereText

3개 레벨제공 (중급,중상급,고급)3개 레벨제공 (중급,중상급,고급)

5주마다 개강5주마다 개강

5~30주 등록가능5~30주 등록가능

 
2개 레벨제공 (중상급&고급)2개 레벨제공 (중상급&고급)

매주 월요일 등록가능매주 월요일 등록가능

5~20주 등록가능5~20주 등록가능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is to use it all the time. 

The bes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is to use it all the time. 

Impact Courses

일반영어 (General English)

익스트림 잉글리쉬 (Extreme English)

아이엘츠/EAP (IELTS/EAP)

비즈니스 영어 (Business English)

IELTS/Further Studies Prep

Cambridge FCE & CAE

최소 학교등록 연령 - 18세

Course Structure

Course Information

Minimum Enrolment

• 일반영어: 2주
• 익스트림 잉글리쉬: 10주
• 바리스타: 5주
• 아이엘츠/EAP: 5주
• 비즈니스 영어: 5주
• 캠브리지 FCE&CAE: 10-12주

School Hours

• Open: Monday – Friday from 8:15 
AM to 6:00 PM

• 수업: 주당 20시간 (face to face) + 
무료 추가수업

Class Times

• 일반영어 중하급 (Pre-
Intermediate)반부터 고급 
(Advanced)반: 8:50AM- 1:15PM

• 일반영어 초급(Elementary)반과 
그외 모든과정: 1:20PM - 5:45PM

* 모든 과정의 반 배정은 임팩트의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단계별 레벨업은 수업기간이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의해서 결정됨

TTTThhhheee bbbeeesssttt wwwaaayyy tttooo iiimmmppprrrooovvveee  yyyooouurrr 
EEEEnnnggglliiissshhh iiisss  tttooo  uuussseeee  iiiitttt aaaalllllll ttthhheee  tttiiimmmeee.. 

TTTThhheee  bbbeeesssttt wwwaaayyy tttooo  iiimmmppprrrooovvveee yyyooouuurr  
EEEnnngggglllliiissshhh  iiisss  tttooo uuussseee iiittt aaallllll  ttthhheee  ttttiiimmmeee...  

rrrr SSSSttttuuuuddddiiieeeessss PPPrrreeeppp

CCCCaaammmmbbbrrrriiidddgggeeee  FFFFCCCCEEEE &&&& CCCCAAAAEEEE

5개 레벨 제공 (기초, 중하급,중급, 중상급, 고급)5개 레벨 제공 (기초, 중하급,중급, 중상급, 고급)

매주 입학가능매주 입학가능

2주 ~ 50주 등록가능2주 ~ 50주 등록가능

2개 레벨 제공 (중급, 중상급)2개 레벨 제공 (중급, 중상급)

5주마다 개강5주마다 개강

10~20주 등록가능10~20주 등록가능

캠브리지 FCE

캠브리지 CAE

10,11 or 12주 과정10,11 or 12주 과정

중상급 (Upper-Intermediate)이상의 영어실력 필수중상급 (Upper-Intermediate)이상의 영어실력 필수

10,11 or 12주 과정10,11 or 12주 과정

고급 (Advanced) 이상의 영어실력 필수고급 (Advanced) 이상의 영어실력 필수

FCE or CAE 시험통과시 영국명문대학 FCE or CAE 시험통과시 영국명문대학 

Cambridge 대학에서 공식영어실력 인증서 발행Cambridge 대학에서 공식영어실력 인증서 발행

5주과정5주과정

중상급 이상의 영어실력 필수중상급 이상의 영어실력 필수

최고의 실용영어 및 자격증 코스최고의 실용영어 및 자격증 코스

바리스타 인턴쉽- 임팩트에서 바리스타코스를 바리스타 인턴쉽- 임팩트에서 바리스타코스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 2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기회. 2

주간 멜번시내 상용카페에서 바리스타로서 실습. 주간 멜번시내 상용카페에서 바리스타로서 실습. 

IIIIIIIIIIIIIIIIEEEEEEEEEEEEEEEEEELLLLLLLLLLLLLLLLLLTTTTTTTTTTTTTTTTTSSSSSSSSSSSSSSSSSSS////////////////////////FFFFFFFFFFFFFFFFFFuuuuuuuuuuuuurrrrrrrrrrrrrrrrrrrttttttttttttthhhhhhhhhhhhhhhhhhhhhheeeeeeeeeeeeeeeerrrrrrrr바리스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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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1:

30
-1

2:
30

 • 초급반 무료 
발음수업
 • 발음반

 • 문법반  • 회화반 or Study 
Help

 • 팝송반, 
토익모의시험 or 
Study Help

   
   

   
 2

:0
0-

3:
00

 • 화화반  • 발음반  • 주중 교외활동 
- 갤러리,
박물관,커피숍,
전시회,수족관,
스포츠활동 등

 • 팝송반 or Study 
Help

 • Study Help 
- Study help 
시간에는 임팩트 
교사로부터 
자율학습지도 
가능

All activity schedule and contents are subject to change.

ENGLISH
ONLY
ZONE

english college

Impactivities, Location & English Only

Impactivities

Impact Extra Classes 
무료 추가수업: 매주 운영되는 
무료추가수업은 회화반, 발음반, 
팝송반, 문법반이 있으며, 
매주수요일은 교외활동이 임팩트 
교사들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말여행이 매달 제공되고 있다.

Impact's Annual Social Events 
연례행사: 임팩트에서는 학생들에게 
호주멜번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문화 및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예)
호주오픈테니스대회, 그랑프리, 
댄스파티, 야시장견학 등

Job Pack
무료 취업정보: 구직관련 정보제공-
이력서 작성법, tax fi le number신청, 
인터뷰요령, 호주직장생활의 에티켓, 
구직관련 사이트등이 포함

All students must only 
speak English in the 

college at all times!
“English Only” 규정은 교실, 

학생라운지, 화장실, 복도, 비상구등 

교내 모든 공간을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위반시 경고없이 

곧바로 학교에서 퇴교조치됨. 수업내 

휴식시간내 위반시 그날하루 퇴교되며, 

수업 후 위반시 다음날까지 등교금지 됨.

Sophie & Tito Impact has great 
facilities which provide us the perfect 
environment to learn and make friends. 
We  have a café where we get the day 
started with fresh coffee made by 
Impact’s own barista 
students. The library has a 
good variety of books 
and magazines; and 
computers and free 
Wi-Fi are 
available on 
every floor. 
We always 
have lunch 
together in 
the student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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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 centre

Pathways, Exams Centre & Facilites

임팩트는 멜번의 유명대학들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임팩트에서 영어연수 후 아이엘츠 
시험없이 대학으로 자동입학 가능. 

임팩트 영어과정의 특정레벨을 
이수한 후 원하는 준학사, 학사, 
준석사 과정들로 추가 영어성적없이 
입학가능. 

Impact Exam Centre

Facilities

Impact Pathways

임팩트는 멜번캠브리지 시험센타로서 
현재 멜번에서 유일하게 
캠브리지시험 및 토익시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영어 실력을 인정받는 
공식인증서를 가지고 귀국할 수 있는 
기회제공

www.impactenglish.com.au/
cambridgeexamcentre

Enjoy your further 
study in Melbourne!

Meet the pathway institution’s 
entry requirement

Study English 
at Impact

Impact English College
Level 5/620 Bourke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T. (6 13) 9670 2840
F. (6 13) 9670 2896
E. info@impactenglish.com.au
W. www.impactenglish.com.au
CRICOS Provider Code: 02995B

Remy, France: 
Impact is 
the place to 
be!!

Ayako, Japan: 
I love the
barista
course!

CRICOS: 00184J
www.carrickeducation.edu.au

CRICOS: 02887F
www.kbs.edu.au

CRICOS: 02047B
www.sae.edu

CRICOS: 01534F
www.endeavour.edu.au

CRICOS: 01590J
www.mibt.vic.edu.au

CRICOS: 01505M
www.angliss.edu.au

CRICOS: 00012G
www.holmesglen.edu.au

CRICOS: 00724G
www.nmit.edu.au

CRICOS: 02047B
www.qantm.com.au

CRICOS: 01218G
www.kangan.edu.au

CRICOS: 00723J
www.pivot-point.edu.au

CRICOS: 02386E
www.jmcacademy.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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