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IS
TRINITY
PLATFORM

“TRINITY플랫폼”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재단 본부를 두고 지난 2002년부터 영국, 미

국,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등 수많은 글로벌 명문대

학교와의 교육교류와 학위과정을 플랫폼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짧은 기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구

사능력을 완성하고 글로벌 명문대학교의 정식 학사 및 석사학

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의 글로벌학위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짧게는 2년 만에

영국국공립대학교들을 포함한 명문대학교의 정식 졸업장과 학

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인

재로 양성됩니다.



GLOBALIZEDTALENT
교육은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배

움의 과정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에 맞춰 그저 사는 대로

살라는 식의 교육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은 좁지만, 글로벌시장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좋은 기

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들

을 발굴하고,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학위,

영어소통능력, 문화습득)를 배양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가 원하

는 진정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할 기회

가 되고, 한국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기

회가될것입니다.이는국가적으로도큰의미가있는사업이될것

이며, 국내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역할을 해낼 것입

니다.

INNOVATION
트리니티 대학교 프로그램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트리니티는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티

칭이 아닌 코칭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교육 플랫폼’을 추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짧은 기간, 보다 저

렴한 비용으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학위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는 미국 Udacity의 Nanodegree를 취득하여 취업 커리어

까지 쌓을수있도록 디딤돌이되어드리겠습니다.

트리니티소개What is Trinit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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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교마지막학년수업

What is Top-Up?
트리니티의핵심프로그램은영국의교육제도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영국의교육

제도는현재스위스,핀란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인도,말레이시아,싱가폴등전세계수

많은대학교들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학년진학

2년안에 해외 명문대학교 학사학위와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는 과정 !

영국, 스위스, 핀란드, 체코, 싱가폴, 오스트리아 등 교육의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진학제도 입니다.

영국의학사는총 3년과정으로되어있으며입학기준이다른국가들보다엄격합니다. 국공립대학교는보편적으로

영어실력, 고등학교학점, 영국수능시험, 자기소개서 외에도본인이원하는전공에대한경력과경험이있어야만

입학을허가해줍니다. 트리니티는영국대학교의총 3년 과정을운영할수있으며이중 1학년과 2학년을영어와

함께교육시켜학생들을연계된대학교로진학을시켜드립니다.영국의어려운입학기준을트리니티에서이수하여진

학을보장받으며들어갈수있는프로그램이 '마지막 학년 진학’ 프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