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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타입 및 기간
Intensive 24, 총 8개월의 코스, 회화와 비즈니스영어 코스 변경하며 공부했습니다.

시작 기준 레벨과 현재 레벨
A2로 시작하여, 지금은 B2레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7개월 차)

LSI를 선택한 이유먼저 영국에서
먼저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브라이튼이 런던보다 물가가 저렴해 선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커리큘럼, 방과 후 활동, 수업 세션 별
학비등을 고려해 LSI 브라이튼은 선택했습니다. (한국인 국적비율이 적었던 것도 중
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시설
학교 자체에서 지낼 수 있는 레지던스도 있고, 공용 부엌이 있어서 종종 점심을 준비
하여 먹을 수 있었고, 야외나 실내에서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
간이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교실 내부 시설과 수업에 이용되는 교재,  자료들도 잘 구
비되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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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교 분위기
학교내에서 방과 후 활동을 잘 운영하여 비교적 신입생들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
기 인 듯합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수업 내 규칙들이 있어 수업에 방해없이 공부하였습니다.

학교 위치
학교가 6월에 이전하여, 주택가 쪽이어서 조용합니다. 주변에 카페와 식료품점, 작은
아시안마특가 있어 점심 먹기에도 용이했습니다. 해변은 도보 10이내로 갈수 있고,
브라이튼 시내는 바로 학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15분정도면 도착합니다.

LSI에서 공부 중 느낀 점과 수업에 대한 평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영어 공부해라! 중요하다! 했을 때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LSI
에서 비슷한 실력의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생활하면서 배워서 더 빨리 늘었다 느낍
니다. 10주마다 수업교재와 선생님들도 바뀌어서 더 다양한 수업방식과 내용으로 여
러가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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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 선생님과 직원에 대한 만족도
저는 특별히 직원들과 부딪칠 일이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친정하셔서 요청
에 잘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스타일로 티칭해주시는데, 개
인마다 선호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수업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
다.

지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만족도
제 선택에 후회 없습니다! 여름 (5-8월)이 제일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브라이튼의 매
력을 가장 장 느낄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브라이튼 해변, 끝내주는 날씨, 세븐시
스터즈 절벽, 브라이튼 프레이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 겨울, 봄에도 이스터 데이, 할로윈 데이, 크리스마스 등 도시내에서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지만요!

그 밖에 LSI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공유하고 싶은 팁
바다를 매일 볼 수 있고, 영국 악센트와 멋진 브리티쉬 펍들이 가장 인상깊은 브라이
튼!
 
개트윅 공항도 기차로 30분이면 갈수 있어서 다른 유럽 나라 여행에도 아주 편리했
습니다.
 
영어 공부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
우는 한국인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덕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SI는 영국에 런던, 캠브리지, 브라이튼 이렇게 세 도시에 있으니 한 두달씩 각각 다
른 도시에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