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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설립된 LSI / IH Portsmouth는 영국 문화원의 학교 평가를 기준, EL Gazette이 선정한 영국 전체 어학연 
수 학교 1위를 차지한 영국 최고의 어학연수 학교입니다.

LSI / IH Portsmouth는 뛰어난 학업 우수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집 
중 준비 과정을 제공하는 저희 학교는 Cambridge 시험, IELTS 및 OET의 공식 시험 센터입니다. 
공식 시험 센터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LSI / IH Portsmouth는 전문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CELTA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영어 교사 양성과정을 제공할 
정도의 뛰어난 영어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어학연수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저희 LSI / IH Portsmouth랍니다.

30+ and Executive courses를 통해 나이와 전문 경력이 쌓인 분들을 위한 특별 과정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30+ and 
Executive courses에서는 18~23세 위주의 일반 수업보다 더 편안한 환경, 그리고 학생의 관심사와 나이에 세분화된 수 
업을 제공하며 Siemens, Bayer 및 Renault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의 평균 연령은 45세입니다.

University of Portsmouth: 우리 학생들은 영국의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Pre-Sessional 과정 후에 포츠머스 대학으 
로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들은 포츠머스 대학의 시설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어학연수 학교가 바로 LSI / IH Portsmouth입니다.

영국 1등 어학연수 학교 - LSI / IH Portsmouth는 학생분들을 위한 뛰어난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스탠다드, 이그 
제큐티브 홈스테이는 물론 직접 요리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도보 거리에 있어요.

LSI / IH Portsmouth는 뛰어난 시설로도 유명합니다.   55개의 편안한 교실, 2개의 학생 라운지는 물론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센터도 있어요.   Wifi는 당연하구요, 1층에는 카페도 있답니다.

LSI / IH Portsmouth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최대  12명의 소규모 수업을 제공합니다.
일반 영어 과정의 경우 한반 학생 수는 평균 9명이며 매년 3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찾아주시는 국제적인 학교예요.

저희는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전담 학생 서비스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진행되고, 토요일에는 가 
까운 곳으로 여행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LSI / IH Portsmouth가 위치한 포츠머스는 훌륭한 도시입니다.  포츠머스는 약 20,000명의 대학생이 있는 활기찬 
도시예요. 학생들을 위해 항상 이벤트가 진행되는 대학 심장부에 저희 학교가 있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의 화창한 해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말에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스포츠를 즐기며 즐거운 시 
간을 보낼 수 있고, 해변 공원에서 바베큐도 할 수 있답니다.  

LSI / IH Portsmouth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영국 최고의 어학연수 학교 LSI / IH Portsmouth는 한국 학생분 
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문의는 저희의 한국 파트너 유 
학원들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