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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04월

한미마케팅(KAMC) 설립
유학 컨설팅 및 비자, 현지 정착, 통·번역 서비스 시작

1995년 03월~현재

유학안내서 제1권 발행
이후 매년 발행 (2018년 제24권 발행)

1997년 03월~현재

제1회 자체 유학박람회 및 세미나 개최
년 2~4 회 이상 세미나 개최 (협력 학교 소개 및 자체 유학 설명회)

2001년 01월~현재

제 1회 주니어 캠프 주최
년 2회 시행 (2018년 제32회 겨울 방학 캠프 시행)

2008년 03월~현재

제 1회 해외유학·어학연수박람회 참가
년 2회 서울(COEX)과 부산(BEXCO)에서 개최되며
파트너 학교를 대표하여 매회 참여 (현재 2018년 박람회 준비 중)

2011년 10월

오희주 대표 취임

2012년 02월

ICEF Partner Agency로 등록

2013년 06월

뉴질랜드 교육부 인증 전문 유학원 등록 (ENZ Recognized Agency)

2014년 01월

오희주 유학컨설팅(HJ Global Edu)으로 상호변경

2014년 07월~16년 02월

한국해양대학교 CK-21 사업단 장기, 단기 프로그램 총 6회 진행

2014년 10월

IALC Partner Agency 등록
한국유학협회(KOSA)회원사 등록

2016년 02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싱가폴 해외세미나 프로그램 진행

2017년 01월

오스트리아 현지 지사 설립

2017년 02월

ENZ장학금 프로그램 대상 수상. 우수유학원으로 선정
(수속학생 $8,000 수상 및 Fam Trip 초청)

2018년 현재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300여 개 이상의 교육 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해외 유학 및 연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중

CEO’S MESSAGE

Eye-Opener to the World
Dear the HJ Global Edu partners,

한결같이 저희 오희주 유학컨설팅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 appreciate your constant support towards HJ Global Edu.

2018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희주 유학컨설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유학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더 큰 도약을 했습니다.
고객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교육부 인증 전문 유학원,
ICEF 협회 인증 유학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2014년에는 한국유학협회 및 IALC 협회 회원사로도

Since our establishment in 1993, we have been spending every possible eﬀort to develop the partnership with the worldwide educational
institute.

Last year, we have celebrated our 24th anniversary. We have been

working as an Education New Zealand Recognized Agency as well as
an ICEF Agency. In 2014, we have additionally been recognized a

등록되었습니다.

member of KOSA (Korea Overseas Study Association) and IALC (In-

컨설팅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고객을 최고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sale consultancy. But we are a very strong and longstanding

세계적인 협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늘 믿고 컨설팅 의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각 국가의 교육 제도, 생활 환경 및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늘 진실하게
컨설팅에 임하겠습니다.
유학, 연수! 많은 시간과 노력, 자본이 드는 과정입니다.

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Centres). We are not a big wholeconsultancy that oﬀers tailor-made solutions for clients and partners.
As always, we will continue to remain your loyal and trustworthy

partner. If you are looking for business and partnership opportunities
in Korea,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ous support and
trust.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오희주 유학컨설팅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대표 오 희 주

Hui-Ju Oh, CEO

5
HJ Global Edu

친애하는 고객님들,

사업소개 비전 Business & Vision

We are
Your Eye-Opener
to the World!

25년 동안 축적된 교육 컨설팅의 노하우와
해외 기관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저희 고객들에게 최상의 유학/연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교육의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오희주 유학컨설팅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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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J Global Edu are one of the most reliable and professional international
education consulting agencies in Korea
with the 25 years of accumulated know-how and win-w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es.
We are fully dedicated to quality consulting services.

Why HJ Global Edu?

전통

1993년에 설립되어 부산 유학업계의 최고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사명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전문성

축적된 교육 컨설팅의 노하우와 풍부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해외 유학/어학연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유학 상담부터 학업 종료까지 현지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관리 하기에 입학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오희주 유학컨설팅 장점

모든 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유학

고객의 희망 포트폴리오에 따라 개개인의 진로와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유학 컨설팅을 지향합니다.

Total Service

유학 상담부터 비자 및 출국 수속, 사후 관리까지 고객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자 노하우

축적된 비자 수속 업무 노하우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99.9%의 높은 비자 승인율을 자랑합니다.

해외교육기관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300여 개 이상의 교육 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 등)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독일어권으로 유학 중인 학생들이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오스트리아 지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국내외 활동

 박람회 매년 2회 해외 파트너 학교들과 함께 해외 유학•어학연수박람회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교육 동향을 파악합니다.
 세미나 해외 파트너 학교들의 국내 세미나를 주관하여 고객과 학교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orkshop 국내외 유명 worksho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교육 동향을 파악합니다.

특히 전세계 7개 도시에서 열리는 ICEF 및 IALC, ALPHE 등 다수의 국제 Workshop 통해 인증된 어학 기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현지학교방문 매년 현지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현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을 파악하여 고객들에게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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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

Ara 추천서 Ara’s Reference

Ara Institute of Canterbury
Ara has been working with HJ Global Edu(previous, KAMC) in South Korea for many years. The Director, Mrs. Hui-Ju Oh is very

professional and provides an excellent service to our students prior to their departure to New Zealand for study abroad. It is very

important that students receive a good pre-departure orientation to help them settle in to their new study and living environment.

Ara has every confidence in the excellent service provided by HJ Global Edu(previous, KAMC) and staff from both organisations
have an excellent business relationship.

Ara Institute of Canterbury(Ara) is the largest institute of technology in the South Island and is one of New Zealand’s most diverse

tertiary institutions with more than 100 years experience in education. Ara is a government institution with a reputation of offering

a wide variety of quality qualifications, including graduate diplomas, bachelor degrees, diplomas, and certificates. The School of
English at Ara is highly regarded both within New Zealand and overseas for the wide range of English language courses available

including EAP, Cambridge and IELTS exam preparation, General English, English Plus and TESOL qualifications.

All programmes at Ara are NZQA quality assured. During degree and graduate diploma study our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complete an internship that prepares them well for employment following graduation. This internship includes a research project

which is supervised by the academic staff at Ara. Our students graduate with the work ready professional skills that lead directly
to employment. International students come to study at Ara from over 50 different countries. Korean students studying at Ara

have a Korean speaking student advisor, Su-Young Oh, who assists students throughout their studies with pastoral care and

8

helpful advice.

HJ Global Edu

Beth Knowles

International Director

Ara Institute of Canterbury (Ara)

Madras Street, Christchurch | PO Box 540, Christchurch, New Zealand

DDI (+64 3) 940 8017 | Mobile (+64 21) 275 8389 | International Office (+64 3) 940 8389

Email beth.knowles@ara.ac.nz | Skype bethfromnz | Web www.ara.ac.nz/explore-ara/international

[한글 요약]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Ara Institute of Canterbury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중에 하나 입니다.
저희는 HJ Global Edu와 수년간 파트너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오희주 원장님은 전문성이 매우 높고, 유학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아야 생소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HJ Global Edu는
학생들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J Global Edu와 Ara는 이런 훌륭한 파트너쉽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희주 유학컨설팅 인증 HJ Global Edu’s Certificates

ICEF

International Consultants for Education and Fairs

140여개국 교육기관과 유학원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기관으로 교육기관들에게 전문성,
경험, 신뢰도 등에 대한 품질 조사 과정을 거쳐 높은 평가를 받은 유학원들에게만 워크샵에 초
대하고 ICEF Agency로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NZ Recognized Agency
뉴질랜드 교육부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 (뉴질랜드 교육, 이민, 생활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정) 수료 및 시험 통과 후에 획득할 수 있는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 인증제도로서,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총 16개 유학원만 인증 받았습니다.

IAL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Centres

독립 어학 교육기관 협회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우수한 어학 교육기관 및 유학원을 선발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생 상담 및 사후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IACL 협력 유학원
을 찾으셔서 수속 하시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KOSA

한국유학협회

한국유학협회는 세계유학협회(FELCA)의 한국 대표로서, 국내 유일의 유학협회입니다. 각 국가
간의 학교 대표자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한국주재 각 외국 공관의 교육 담당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한국의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학협회 회원사들은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신뢰감을 구축하여 훌륭한 유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PMP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roject Management Institute(PMI)에서 시행하는 시험 통과 후 획득 가능한 프로젝트관
리 국제 인증 자격증으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IT, SI,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 국방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프로젝트관리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필
요한 자격증입니다. 해외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관리자를 채용할 때 항상 이 자격 유무를 확인
합니다. 13년간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케냐, 홍콩, 오만,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해외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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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어 센터 협회는 1983년에 설립된, 우수한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두적 전 세계

오희주 유학컨설팅 주요활동 HJ Global Edu Major Activities

10
HJ Global Edu

▲ 오희주 대표 참고기사 출처 : 부산일보 2008. 06. 24. 화요일 기업면 [주목! 이사람]
2015년 오희주 대표 기사 ▶
출처 : 미즈내일(Woman’s Weekly Magazine) No.735 2015.10.7~10.13 People&Story

▼ 2014년 오희주 대표 활동기사
출처 : 부산여성뉴스 2014. 12. 26. 금요일 정치면 [여성정치인 릴레이 인터뷰]

HJ Global Edu Major Activities

오희주 유학컨설팅 주요활동

[아일랜드 교육부 리셉션] 2017년 11월

[에이전트 세미나] 2017년 5월 호주 / 10월 뉴질랜드

[ICEF] 2017년 2월 서울 / 10월 베를린

[유학 어학연수 박람회] 2017년 3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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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리셉션] 2017년 6월 뉴질랜드 / 캐나다

[뉴질랜드 Fam Trip] 2017년 5월

[뉴질랜드 교육청 장학금 공모전 수상] 2017년 2월

[뉴질랜드 교육박람회] 2013년 9월

[뉴질랜드 총리 초청 만찬] 2013년 7월 서울 하얏트그랜드 호텔

[뉴질랜드 대사관저 리셉션] 2013년 3월

해외영어 캠프 Junior English Camp

오희주 유학컨설팅이 제안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현지 학생들과의 1:1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단짝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오희주 유학컨설팅에서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단체 혹
은 개인 학생의 해외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공식 등록된
현지 초중고교에서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수업 및 현지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하며 각종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캠프는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
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이를 토대
로 단순히 영어연수를 목적으로 한 한국형 스파르타 식의 영어연수 캠프와는
확연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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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 - 제 33회 캠프]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크로이 중고등학교 여름 캠프
■ 기 간 : 2018년 7월 16일 ~ 8월 3일 [3주]
■ 학 교 : 세인트크로이 중고등학교(St. Croix Rutheran School)
■ 일 정 : [오전] 학교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레벨 별 영어 과정
[오후] 현지 학생들과 체육 및 특별활동 진행 및
세인트폴/미니애폴리스 등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학교 기숙사 생활
■ 나 이 : 만 11~17세
■ 금 액 : 380만원 ※항공료 및 개인용돈 불포함 / 금액 변동 가능

[HJ - 제 34회 캠프] 뉴질랜드 공립학교 스쿨링 캠프
■ 기 간 : 2018년 7월 23일 ~ 9월 28일 [10주]
■ 학 교 : 뉴질랜드 공립학교
■ 일 정 : [주중] 정규 학교에 등록하여 영어 집중 과정과
현지 학생들과 함께 예체능을 포함한 정규 수업에 참여
[주말] 관광 및 액티비티
■ 나 이 : 만 10~17세
■ 금 액 : 780만원 ※항공료 및 개인용돈 불포함 / 금액 변동 가능

Study Abroad Guide
유학안내
어학연수
조기유학
정규유학
나라별 비자준비
각종 시험안내
출국에서 도착까지
출국 전 준비물

유학안내 Study Abroad Guide

국제화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필수인 영어능력과 선진 전공 지식 습득을 위하여
해외 유학 및 연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하여
성실성과 진취성,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유학에 대한 부모님의 이해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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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broad Guide

[ 유학 전 고려사항 ]

유학안내

1. 가족 및 개인의 계획과 재정적 지원

TOEFL, IELTS, SSAT, iTEP (미국 사립고등학교 지원 시 필요), SAT (미국
명문대학교 지원 시 필요), GRE (대학원 지원 시 필요), GMAT (MBA 지원 시
필요) 등

2. 학교 입학시기

3.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대학원
한국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신입생으로 진학한다.
(편입 시, 학점 인정이 거의 되지 않음)

학생의 성적, 부모의 재정적 능력, 희망 전공, 학교 및 대학의 인지도, 국가, 지
역, 입학 시기, 연고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Tip. 아시아권, 특히 한국인 학생이 많은 학교는 국제학생 정원 할당제로 인해 좋
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학이 불리할 수 있다.

대학교
입학에 1년 혹은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지원 마감은 보통 6개월 ~ 1년
전이므로 대학별 모집 시기를 파악하여 유학을 준비해야 한다.
조기유학
적절한 조기유학 시기는 개인의 발달 정도 및 정서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
만, 2년 이내의 단기 조기 유학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다녀오는 것이 적합하며,
3년 이상의 장기 조기 유학은 중학교 1, 2학년 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 학생의 능력 및 적성과 장래 계획
진학 할 학교와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는 달리 편입, 전학
이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학교만 고집하지 않는 것
이 좋다. 학위를 취득하는 최종학교가 중요한 것이지 입학하는 학교는 큰 의미가
없으며, 학점은 편입 또는 전학 시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

조기유학
국제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학교 중 ESL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입
학을 위해 상당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교 수준과 ESL 지원 여부에
따라 충분한 어학 실력이 요구 되기도 한다.
정규유학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은 필수적이다. 학교에 따라 입학 전 학생 영어 성적이 학
교의 입학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 부설 기관에서 어학 프로그램을 수료하
고 입학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발행 하기도 한다.

5. 재정 능력
-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 유학 시 막연하게 파트타임에 의존한다면 공부보다는 일에 치중하게 되어 중요
한 목표를 놓치기 쉽다.
- 장학금은 여러 기관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데, 공대 및 예술대 등을 제외한 학
부 신입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유학 준비 순서 ]
1. 기초자료, 정보 수집
유학 관련 전반적 정보, 국가 및 학교 정보, VISA, 학교 입학 조건 및 유학 수속
절차 등이 필요하다.

2. 각종 시험 대비

보통 3곳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
학교별 입학원서 및 추가 요구 서류를 학교별 지원 마감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서 외에 다음의 것들을 요구한다.
■ 보호자의 은행 영문 잔고증명서
■ 영문 성적 및 졸업 증명서
■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 TOEFL, GRE, GMAT, SAT 등 시험점수

5. 입학허가서 취득
여러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으면 최종 결정 학교에는 수락 편지를 발송하면서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를 신청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입학허가서를 반환하여 다
른 지원자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입학허가서 수령과 함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6. 여권 및 VISA
(1) 여권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며, 발급한 국가로 언제든지 귀국 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외국 체류기간 동안 여권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VISA
유학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하는 입국 허가증을 말한다.
신청비용과 요구 서류는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
서는 단기 (3~6개월)연수의 경우 무비자 또는 전자비자로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
며, 장기 연수 혹은 유학의 경우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서류 심사를 통해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단, 미국의 경우 풀타임 (주당 18시간 이상)학업을 계획한다면 단기연수라도 비
자 신청과 함께 비자 인터뷰가 필수적이다.

7. 출국 및 현지 생활
(1) 출국 전
공항 마중 및 숙소 예약 상태, 비행 탑승 시간, 비자 및 입학허가서 등 입국 시 반
드시 지참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지 도착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은행계좌개설, 학
생증, 도서관 및 기타 학교시설 사용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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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학실력

4. 희망 학교 지원 및 서류 제출

어학연수 Study Abroad Guide

[ 연수 국가 지정 및 학교선정 ]

초창기 현지 적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나이가 어린 자녀인 경우 홈스테이 가족들

1. 학교 위치 및 지역

는 연수 기관을 통해 검증된 홈스테이 가정을 소개받는 것이 중요하다.

에게 현지 문화와 정보를 얻으며 적응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다. 단, 학교 또

도시의 규모와 교통,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이 연수와 문화 체험에 적합한지 확
인해야 한다.
날씨 또한 국가 및 지역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예) 겨울에 Canada로 연수 가는 경우, 서부의 밴쿠버와 빅토리아를 제외한 많

(3) 아파트 (단독주택)
장기 연수 혹은 유학생들의 흔한 숙식 형태이다. 외국음식에 익숙하지 않고, 자유
로운 생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숙식 형태이다.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
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에 여러 명이 모여서 생활하게 된다.

은 지역의 겨울은 심한 추위로 인해 야외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 학교 규모 및 형태

5. 프로그램의 성격
단순 어학실력 향상을 위한 일반 과정부터 학생들의 필요와 목표에 따른 다양한
어학 과정(중급 이상)이 있다.

■ 사설 어학원
① 한 지역 내에도 많은 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 품질이 인증되고, 본인이 추
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어학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② 다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 Academic Program
정규 유학 준비를 위한 논문, 리포트 작성, 자료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③ 매주 또는 매달 개강한다.
④ 단기간에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2) 시험 준비 프로그램

⑤ 수업 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TOEFL, IELTS, SAT, GRE, GMAT, Test DaF 등 각종 시험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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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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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설 어학원보다 학비가 비싸며 입학시기(1년에 약 4회)가 정해져 있다. 하지
만, 시설, 교육 환경과 교육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만족감이 높다.
② 기초 회화에서부터 대학 강의를 청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Reading,
Writing, College Skill 등의 고도의 영어 훈련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3) Vacation & Activity 프로그램 (초급 이상)
방학 기간 (1~2개월) 동안 오전-영어수업, 오후-활동 및 문화체험 형태로 구성
되어 연수 국가의 특성 및 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과정
(4) TESOL
영어 강사 자격증 혹은 교육 과정

③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학 부설 기관에서의 연수를 추천한다.
④ 어학연수 후 해당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곳도 있다.

(5)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영어 연수 후, 일정 기간 무급 또는 유급 인턴십으로 연계되어 해외 업무 경험까
지 쌓을 수 있는 과정

3. 수업 시간 및 학급 당 학생수
일반적으로 수업은 주 20~25시간을 추천한다. 주 30시간 수업은 해외 대학 진
학을 목표로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어학 점수에 도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6. 한국 학생 비율

한다.

사설 어학원은 거의 도심에 있으며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곳이 많다. 효과적인 연

학급 당 인원은 기초반일수록 많으며 (12~15명) 상급 일수록 적은 것이 (6~10

수를 위하여 한국학생의 비율이 낮은 사설 학원이나, 대학부설을 추천한다.

명) 일반적이다.

4. 숙식 형태
(1) 기숙사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영어를 가장 효과
적으로 익힐 수 있다. 식사가 제공되며 통학에 있어 금전적, 시간적으로 절약된다.

7. 반 편성 시험 (Level Test)
기초에서 상급반까지 6~12 단계로 나눠지며, 학기 초에 시험 및 인터뷰를 통해
서 반 편성을 한다. 대부분의 대학 부설에서는 중상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대학 정
규 과목의 학점 취득 및 청강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설 어학연수 기관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일반적으로 실용영어에 집중하는 경우
가 많으며, 대부분의 한국에서 고졸 이상 학력의 학생이면 6개월 후 상급반에 진

(2) 홈스테이

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연수를 (6개월 이상) 원한다면 대학부설을 선택하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나라의 가족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는 것을 추천한다. 필요에 따라, 현지 학생들과 같이 정규 과목을 이수하면서 영

에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 능력이 상당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Study Abroad Guide 어학연수

국제 사회로 접어들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활용능력은 필수가 되었다.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익혀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출국 준비는 최소한 희망 출국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방학 기간에 출국을 희망하는 학생은 비자 취득 소요기간, 항공권 예약, 현지 숙소 예약 등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어학연수를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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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외국 유학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많은 학교들이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기초 학력을 신장하는 교과목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예체능 및 기술 수업 등을 제공한다.
학문 (필수 과목 : 역사, 과학, 영어 등), 정서 (음악, 미술, 댄스, 과외활동 등) 그
리고 신체 (다양한 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교육과 유
학 생활 동안 쌓은 어학 실력, 그리고 외국 문화 경험은 학생들이 국제사회에 걸맞
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부모님들께 부담이 될 수 있으
나, 한국에서 개인 과외 등의 사교육비를 고려 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크
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위한 조건]
1. 학생의 확고한 의지
2.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3. 학생들의 문화적, 학업적 적응을 위한 주위의 꾸준한 지원과 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4. 학생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학교 선택 및 진학
조기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에 진학하여 충실히 수업을 따라갈 수
18

있도록 충분한 어학실력과 외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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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명문 중·고등학교만 고집하기 보다는 학생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학교
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Tip! 지나친 부모님의 욕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자녀를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공부보다 학교 적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학교 특징]
공립
1. 현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 되며, 유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학비를 내야 한
다. 학비는 사립 학교 대비 저렴하다.
2. 국가마다 입학 조건이 다르다.
3. 국가 및 지역별로 공립학교에 대한 인식과 그 수준이 상이하다.

사립
1. 비교적 비싼 학비 (명문 기숙 학교는 대학 학비 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2. 학급당 적은 학생 수 및 뛰어난 교사들의 자질
3. 대부분 유학생을 위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
4. 기숙 학교의 경우, 학생 관리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잡혀있어 유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5. 전인 교육 추구 (배려, 공동체 정신, 창조 능력, 순간 대처 능력 등)
6. 명문 대학 진학 준비
7. 활발하고 체계적인 동문회 활동

Study Abroad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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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제도]
K (Kindergarten)-12 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 12년)

(3) ESL 과정(자체 언어연수)이 있는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6-3-3 과정 또는 6-2-4,

유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언어를 빨리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8-4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ESL수업은 레벨 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반적인 영어 수업뿐 아니라, 각 정

초등학교 (만 6세) 이전의 5세 이하 어린이 교육은 K-12 시스템 중 유치원

규 과목과 연계된 영어 수업을 통해 유학생들이 흔히 겪는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Kindergarten, Nursery School)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

를 도와준다. 때문에 유학생의 경우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영어

에는 유치원이 있다.

연수(ESL)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선택 하여야 하고, 이는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 정규 과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1)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 1~6 학년)
한 반에 20~30명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과목마다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

Tip! 선택 과목의 경우 처음에는 가능한 미술, 음악, 디자인, 예술, Sports 계

고 있다. 점심은 지참하거나, 대부분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열의 과목 등을 선택하여 듣는 것이 유리하다.

(2)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 7~8 학년)

(4) 명문 사립학교만 고집할 것인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학교 만으로 분리된 학교는

명문 사립학교는 졸업생의 우수한 명문대학교 진학률과 재학생의 높은 SAT 점

많지 않다.

수, 우수하고 다양한 과정 등을 보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필수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 있으며,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미

이런 명문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적성, 영어능력, 학업 능력 등

술, 스포츠 등 다양한 실기 과목들이 있다.

에 적합한 학교인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분이 ESL 과정이 없어서 입학을 위하여 높은 TOEFL 및 SSAT 점수를 요

(3) 고등학교 (High School : 9~12 학년)

구하며,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유학생들이 적응하고 공부 하기에 불리한

대학 교육과 유사하게 학기마다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을 선정하여 수강신청을

경우가 많이 있다.

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혹은 대학 전공 공부에 적합한 과목

조기 유학의 목적은 명문 중·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아니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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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 공부하는 단계로 장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학생의 능력과 성향에

학을 준비하는 학교를 Preparatory School로 부르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는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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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다.

[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
(1) 사립 학교 인가?
사립학교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대신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
고, 학생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졸업 후에도 활발한 동문회 활동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인재로서 국제
적 인맥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뉴질랜드나 캐나다 공립학교의 경우 사립 학교 못지않게 교육과정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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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무조건 사립학교만 고집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학교 선정은 전문가의 상
담을 통해 학생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입학을 위해 높은 수준의 어학실력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점수를 충족한 유학생이라도 우리나라와 다른 대학 문화

(2) 기숙사가 있는가?

와 평가 기준으로 인해 유학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보

일반적으로 학교 정규 수업은 오후 3시에 마치기 때문에 그 후 학생들에게 많은

다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정규 입학 전 대학 준비 과정(Pathway)을 활용하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Day School에 진학하는 경우 오후 시간은 학생의

는 것을 권장한다.

재량 혹은 홈스테이 가정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자칫 유혹에 빠지거나 계획 없는 생
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어학 요구 점수

기숙 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 후에도 교사의 지도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받
게 되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주말에는 개인 여가 생활 또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다.

전문대학 - TOEFL iBT : 61 ~ 80 / IELTS : 4.5~6.5
대학 - TOEFL iBT : 71~100 / IELTS : 5.5~7.5
대학원 - TOEFL iBT : 80~100 / IELTS : 6.5~7.5

학생비자 수속절차 Visa & Paper

미국 학생비자(F-1) 학생비자 수속절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학생비자 수속절차

※ 학생 비자 유예 기간(Grace Period)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 해당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 비자 정책은 국가별로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항상 각 국가의 이민
성 및 관련 기관에 grace period를 확인 하는 것을 추천 한다.

Visa & Paper 나라별 비자준비

미국
유학비자 (F-1/J-1)

5. I-20 이란?
✽ 학교에서 발행되는 입학허가서로 미국 내에서의 학생신분 자격 인증서라고 할

미국에서 3개월 이상의 어학 연수나 정규 유학 계획 시 유학 비자 (F-1/J-1)를
신청해야 한다.

수 있다.
✽ 미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만일의 분실위험에 대비해 몇 장
의 사본을 만들어 두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1. F-1 비자란?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비자로 인가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6.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란?

고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하여 유학을 떠나는

✽ 미국 유학생관리 시스템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자이다. (주당 18시간 이상 공부 할 경우 필요)

✽ 학생 비자(F, M)와 문화 교류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이
SEVIS 시스템을 통해 미국 이민국에서 신원 관리

2. J-1 비자란?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교환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

7. DS-160 이란?

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주로, 교환 학생 또는 교환 교수에게 해당하는 비자이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 것으로 모든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웹 기반의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제출해야 한다.

발급 절차 : 학교 입학신청서 제출 -> 입학허가서 (I-20) 또는 교환 방문 허가서
수령 -> 비자 인터뷰 -> 비자 수령
비자기간 : 5년 (F-1), 교환 방문 기간 (J-1)
✽F-1 : 입학허가서 (I-20)상에 명시된 학업기간 동안만 미국 내 거주가 유효하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고 비자 연장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에 발급받은

2. 미국 비자 사진 파일

SEVIS Number는 동일해야 함)

3. 유학생(본인)의 DS-160 확인 페이지
4.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유의 사항 :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기거나 입학일

5. 입학허가서 (I-20)

을 변경하는 경우 입학허가서(I-20)를 다시 받아야 하며, SEVIS 번호는 동

6.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일해야 한다.

7. 주민등록등본
8.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3. B-1 비자란?

9. 항공권

미국 관광/사업 비자로써 유효기간이 10년이며, 한번 입국 시 최대 6개월 상주

10.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 비자 인터뷰가 요구된다.
※ 미국은 입학허가서(I-20)에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의 학생 비자가 발급되지

4. DS-2019란?

만, 실제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학업 종료 후 60일이다. 일반적으로

✽ J-1 비자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다.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는 경우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되고, 학

✽ 미국 정부나, 기업,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미국

교의 승인을 얻은 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15일의 grace period가 주

을 방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로, 교환 방문자가 참여할 프로그램의 내용,

어진다. 이는 학교 재량임으로 본인의 grace period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

목적,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인 후 머물러야 한다. 학교 승인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grace period
를 받을 수 없음으로 바로 출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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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준비서류 ■

나라별 비자준비 Visa & Paper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비자 없이 3개월 간 머무를 수 있다.

■ 비자 준비서류 ■

14주 이하의 학업코스도 방문비자(Visitor Visa)로 가능하지만 14주 이상의 학
업 계획이 있다면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1. 유효기간이 학업 예정 기간 +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비자 종류 ■

3. 비자 신청서

2. 여권 사진
4. 입학허가서

1. 방문비자 (Visitor Visa)

5. 학비납입영수증

뉴질랜드 공항에 내려서 입국 절차를 밟게 되면 공항에서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6. 주민등록등본

데, 그 비자를 방문비자(Visitor Visa)라고 한다. 방문 비자는 최대 9개월까지 연

7.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장이 가능하다.

8.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9. 항공권

2. 학생비자

10. 출입국 기록 (여권 스탬프찍힌 페이지)

NZQA(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14주 이상 Full Time과정 (주당

11. 신체검사확인서

20시간) 등록 시 신청해야 한다.

12. 뉴질랜드 학생 비자 재신청 시, 학교 출석증명서 및 성적표
13.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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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소지자의 구직 활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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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는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 종료 예정일에서 30일의 grace period가

어학연수
1) NZQA 1등급 학교 : 14 주 이상 Full Time 과정 등록 시, 어학연수 기간 중
20시간 구직 활동 가능
2) NZQA 2등급 학교 : 영어 점수 IELTS 5.0 이상 충족 시, 구직 활동 가능

학위
1) Full Time 등록 시, 학기 중 주 20시간, 방학 기간 중 주 40시간 구직 활동 가능

적용되어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학생 비자가 발급된다.

Visa & Paper 나라별 비자준비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비자 받기가 쉬운 편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비

6. 취업비자 (Work Permit)

자를 받으면 되고, 6개월 미만의 관광, 학업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

취업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이다. 캐나다에

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 학비가 무료이
며,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로 떠

■ 비자 종류 ■

나고 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한

1. 관광비자 (Visitor Visa)

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후, 캐나다 고용주가 직접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후에 HRSDC
관광이나 6개월 미만의 어학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비자이다.
인터넷으로 단 몇 분만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 연장

■ 비자 준비서류 ■

을 통해 총 9~12개월까지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이다. 단, 6개월 안에 캐나다에
서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왕복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비자 신청서

2.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3. 입학허가서

1995년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으로 비자 취득자는 1년 동안 자유롭게

4. 학비납입영수증

여행과 일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영어 혹은 불어 등의 교육기관에 등록할

5. 주민등록등본

수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30세 이하에게 평생 단 1회만 발급하고, 1년에 상반

6.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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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4,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므로 주한 캐나다 대사

7.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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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날짜와 선발 내용을 알아두시고 준비해야 한다.

8. 출입국사실증명 (최근 5년)
9. 신체검사확인서

3. 학생비자 (Study Permit)

10. 재학/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어학연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자로 사전에 서

11.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는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
에 최대 3~4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출국 시, 심사관에게 입학 허가서와

■ 주의 사항 ■

비자 승인 서류 등을 증빙 하면된다. 학업을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 2016년 3월 15일부터 6개월 미만 무비자 입국에서 전자(eTA)비자로 변경

학생비자 취득자 중 학위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들은 파트타임 활동이 가능하다.

✽ 신체검사 확인서는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업데이트 되며, 개인 메일로 신
체검사 결과표를 받아 볼 수 있음.

4. 인턴쉽 프로그램 취업 비자 (Co-op Work Permit)
학생비자와 취업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세컨드
비자 형태로 같이 발급받게 된다. 어학 연수 기간과 인턴쉽 기간이 1:1 비율로 현
장실습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어학과정에 참여할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자 신청 구비 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원본이 한
글일 경우 영문 또는 불문으로 번역된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신청 구비 서류가 불충분하면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학 비자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으니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
야 함.

5. Post-graduate비자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신청 가능

※ 캐나다는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 종료 예정일에서 90일의 grace period가 적

하다. 졸업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 최소 1년부터 3년까지 캐나다에서

용되어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학생비자가 발급된다. 학업을 종료하거나중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을 받게된다.

하는 경우,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9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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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매년 전 세계 Top 10 관광지 순위에 오를 만큼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환경을 지닌

- 호주 특정 지역, 특정 일자리(농장 등)에서 최소 3개월간 일을 해야 자격조건

호주는 어학연수, 유학, 여행,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서 많은 사

이 되며, 차후 1263 Employment Verification form을 제출하면 받을 수

람들이 출국 하고 있는 국가이다.

있음.
- 많은 워홀러들이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세컨비자를 취득하여 호주 체류기간을
늘리고 있음.

■ 비자 종류 ■
1. 관광비자 (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 비자 준비서류 ■

- 3개월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 또는 출장시 필요
- 항공권 구입 시 여행사에서 신청이 가능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비자 신청서
3. 입학허가서(CoE)

관광비자 (ETA) 종류

4. 학업계획서
✽ V(976) 방문/관광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마다 3개월 체류가능,
복수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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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977) 상용단기 : 12개월 유효하며 매 방문마다 3개월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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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행 가능
✽ BL(956) 상용장기 :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방문마다 3개월 체류가능,
복수여행 가능

5. 주민등록등본
6.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7.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8. 출입국사실증명(최근 10년)
9.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0. 현지보험(OSHC)증서
11.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2. 학생비자
- 호주에서 3개월 이상의 어학 연수 또는 대학 진학 시 필요
- 학비를 낸 기간만큼의 비자를 받게된다.
(현지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학업 기간을 설정하여 학교 지원 및 학비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 주당 20시간 씩 구직활동 가능
✽ 의무사항 (지키지 않을 시 비자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OSHC (의료 보험) 가입
2) 출석률 80% 이상 유지

3. 워킹홀리데이 비자
- 1년 체류 가능
- 합법적 구직활동 (같은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과 어학연수 (최대 4개월)
- 비자를 발급 후, 1년 이내에 호주에 입국 해야 함.

4. 세컨비자
- TFN (Tax File Number, 본인의 세금 신고 고유번호) 발급 필요
- www.ato.gov.au을 통해 신청 가능
- 회사측에서 현금이 아닌, TFN으로 임금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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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을 위해 필요한 영국의 비자는 크게 일반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나누어져 있다.

4. Tier 4 (General) Student Visa
- 일반 학생 비자인 GSV는 최대 1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1. 관광비자
6개월 미만의 학업기간 일 경우 적용

- 영국 대학 (학부 과정) 등록 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비자이다. 대신 연
장 비용이 비싸다.
- SSV와 마찬가지로 임시 비자인 Vignet을 한국에서 발급 받은 후 한달 내에

2. Tier 4 of Points-Based System (PBS)
6개월 이상의 학업기간으로 비자를 지원하거나 연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① GSV (General Student Visa)
- 만 16세 이상~성인이 학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연장하는 경우
② CSV (Child Student Visa)

영국 입국 후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을 수령해야 한다.
- 보통 영국 대학에 다니거나, 11개월 이상 어학 연수 과정을 등록하는 학생이
받는 비자로 공인 영어 성적(IELTS 기준 4.0이상)과 CAS번호가 필요하다.
- CAS번호는 HTS (Highly Trusted Sponsor) 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하는데
영어 학교의 경우에는 검증된 소수 학교만이 인증 받을 수 있다.

- 만 4세~17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학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연장하는 경우
✽ HTS : 11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GSV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한 기관으로
영어 학교의 경우, 검증된 소수 학교만이 HTS인증을 받는다.

■ 비자 종류 ■

✽ CAS : GSV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번호로 HTS인증기관만이 발급이
가능하다.

1. 무비자 영어 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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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MS (Youth Mobility Scheme)

- 한국에서 따로 비자 신청할 필요 없이 서류와 함께 영국 공항에서 비자 심사를

-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정식 명칭은 ‘청년 교류제

받게 된다.
-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어 레벨 또한 필요
없다.

도’이다.
- 2012년 7월 영국 청년 교류제도 가입이 발효되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관광과
취업을 목적으로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YMS비자를 발급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2. Short-term Study Visa (STSV)
-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공부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이며, 비자 연
장이 불가능하며 파트타임 또한 불법이다.
- 일반 학생 비자보다 발급이 수월하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영국을 왔다 갔
다 할 수 있어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임시 비자인 Vignet을 한국에서 발급 받은 후 한달 내에 영국 입국 후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을 수령해야 한다.

3. Tier 4 (Child) Student Visa
- 16세 미만의 경우 6년 4개월의 학업 과정 동안 머물 수 있다.
- 16-17세일 경우 3년 4개월의 기간 까지 머물 수 있다.
- 사립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다.
- 16세 이상일 경우 학업 기간 동안 주당 10시간, 방학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다.

- YMS비자는 2년간 교육 기관의 종류와 기간 상관 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 동반 불가, 개인 사업 / 프로 운동선수 / 수련의 등의 직종은 제한)
- YMS비자 발급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30세 (비자를 발급 받았
을 때 18세 이상, 비자를 신청할 때 31세 미만), 영국에 입국 후 초기 체류를
위한 경비를 가진 자,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자, 영국
및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HJ Global Edu

- 6개월 미만으로, 영국에서 단기로 공부할 경우 필요한 비자이다.

나라별 비자준비 Visa & Paper

영국
6. PBS (Points - Based System)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무비자 협정국으로 비자 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 PBS비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0점을 취득해야
비자 발급/연장이 가능하다.

■ 비자 종류 ■

- 요구되는 부분은 영국에 등록한 학교에서 발행한 유효한 CAS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번호 - 30점,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

1. 관광비자

는 충분한 재정 상태 - 10점으로 총점이 40점이다.

아일랜드에 관광비자로 입국 시 최대 3개월(90일)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연

- PBS체제 도입 이후 비자 취득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함에 따라 스폰
서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교는 등록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생 비자 발급 이후 학생의 등록과 관련한 변경 사항(개강일 연
기, 취소, 개강일 당일 결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 2011년 4월부터 PBS제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비자 법 관련 최신 정보
는 UK Border Agency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visas/

장 계획이 없는 단기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관광 비자로 3개월간 어학
연수가 가능하다.

2. 학생비자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수 및 유학계획 시에는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
연장을 통해 장기 연수 및 유학이 가능하다. 어학원을 등록한 기간만큼 연수, 유
학 가능하다.

3. 위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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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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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최대 1년 동안 체류하며 6개월까지 어학
연수가 가능하다. 디플로마가 수여되는 6개월 이상의 전문 수료과정 등은 6개월
이상도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2. 여권 사진
3. 비자센터예약확인서
4. Appendix 8 SELF-ASSESSMENT (GSV 이상)

■ 비자 준비서류 ■

5. 입학허가서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6. IELTS 점수(GSV 이상)

2. 비자 신청서

7. 주민등록등본

3. 입학허가서 원본

8.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4. 학비납입영수증

9.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5. 현지은행잔고증명서(€3,000 이상)

10. 항공권

6. 숙소예약확인서

11. 결핵진단서

7. 현지보험 가입 증명서(보상한도 €25,000 이상)

12. IHS(건강보험) 납부번호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8. 신용카드 혹은 현지직불카드

13.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9.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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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독일

최초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를 계획한다면

최초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를

입국 후 1-2주 내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최대 1년 연장 가능)

신청하여야 한다.

■ 비자 준비서류 ■

■ 비자 종류 ■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여권 사진 2매 (6개월 이내)

1. 쉥겐비자

3. 비자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180일 내 최장 90일간 EU국가에 무비자로 체

4. 입학허가서 원본

류할 수 있다. 단기 어학연수 또는 관광을 위한 비자이다.

5. 주민등록등본
6. 은행잔고증명서(최소 €30×체제일수 이상)

2. 어학비자

7. 항공권

최대 1년동안 비자를 받을 수 있다.

8. 숙소 예약 확인서
9. 영문보험증서(보상한도 €30,000 이상)

3. 학생 비자

10. 비자신청비(현금)

학위 과정의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신청 시 2년의 비자를 받을 수

11.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있다. 주에 따라 3년 비자가 발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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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든 제출 서류의 사본
독일의 문화, 직업, 어학을 경험할 수 있는 비자로 만 18-30세 까지 신청이 가능
하다.

■ 비자 준비서류 ■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2. 여권 사진 2매 (6개월 이내)
3. 비자 신청서 2부
4. 입학허가서
5. 재정증명서 (장학금 수혜서 혹은 슈페어콘도)
6.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7. 지원비용 €60
8.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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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킹홀리데이비자

나라별 비자준비 Visa & Paper

오스트리아

스페인

최초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를

최초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6개월 미만 연수 시에 필요한 단기학

신청하여야 한다.

생비자와 6개월 이상 연수 시에 필요한 장기학생비자가 있다.

■ 비자 종류 ■

■ 비자 준비서류 ■
1. 유효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1. 쉥겐비자

2. 여권 사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180일 내 최장 90일간 EU국가에 무비자로 체

3. 비자 신청서

류할 수 있다. 단기 어학연수 또는 관광을 위한 비자이다.

4. 입학허가서 원본
5. 학비납입영수증

2. 학생 비자

6. 재정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 잔고증명서(3천만원 이상)

학위 과정의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

7.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한국 학생들은 쉥겐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대학교 학생 등록 후 비자 신청을

8. 거주지 확인서

한다. 2주에 20 시간씩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

9. 신체검사확인서
10.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3. 워킹홀리데이비자

11. 영문보험증서(보상한도 €3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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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일(전문직 제외 아르바이트), 어학연수, 여행을 할 수 있도

12.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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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허가하는 비자로 만 18-30세 청년들 대상으로 평생에 단 한번 발급된다.

■ 비자 준비서류 ■
1.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2. 여권 사진
3. 입학허가서
4. 잔고증명서(1인 기준, 1년 €10,680)
5. 은행 거래 내역서 (최근 6개월)
6. 범죄경력회보서(만 18세 이상)
7. 숙소 계약서
8.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최종 학교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10. 이 외 학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들

각종 시험안내

[어학 시험]

1. TOEFL - IBT (Internet-Based Test)

2.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Speaking(말하기) 테스트가 추가되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토플로 공식적으로

영연방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읽기, 작문, 듣기, 말하기의 4가지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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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4일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 전 세계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한

평가하는 국제 공인 시험으로 2가지 형태로 나뉜다.

국에서는 2006년 5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Speaking 부분

■ Academic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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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되어 수험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며, 기존의
Structure 부분이 제외 되었다.
총 4영역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각 30점 씩, 총 120점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학업적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 General Module
직장인 혹은 이민 신청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만점

■ Speaking

3. iTEP (International Test of English Proficiency)

1) 독립형 (말하기) 문제 (2문제)
- 각각 준비시간 15초, 20초 / 대답시간 45초, 60초
2) 통합형 (읽고, 듣고, 말하기) 문제 (4문제)

iTEP은 2008년 BES(Boston Educational Services) 에서 개발된 영어 능
력 평가 시험으로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시험 진행 방식으로 지원자의 정확한 영
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 받고 있다. iTEP은 중고등학

■ Reading

교 입학,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어학원 반 편성, 취업과 승진 등 그 분야와 목적

CBT 토플과 같은 형식으로 요약과 비교차트 만들기, 문장 단순화 등의 문제 유

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을 제공한다. 정해진 테스트센터에서 지원자가 원

형들이 추가되었다.

하는 시간에 온라인 테스트가 가능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시험 유형은 iTEP-SLATE와 iTEP-Academics이다.

■ Listening & Writing
기존의 형식에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추가되었고, Writing부
분에는 두 개의 관련된 예문을 듣고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는 20분짜리 문제가 추
가 되었다.

■ iTEP-SLATE(Secondary Level Assessment Test of English)
중고등학교 입학

■ iTEP-Academics
대학교/대학원 입학, 어학원 반 편성
총 다섯 가지 영역(Grammar, List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총
55~57문항 80분간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학력 시험]

1. GMAT (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2) 수학 (Quantitative) - 45분 (28문제)
기본 수학 개념의 이해, 수학적 판단 및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한다. 산수, 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 경영대학원(MBA) 지원자들의 학업능력을 평가

수, 기하, 자료 분석 등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다.

하기 위한 시험이며, 경영대학원 대표들로 구성되는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의 관리 하에 ETS에서 주관하며, 우리 나라에

(3) 분석 (Analytical) - 60분 (35문제)

서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주관한다. GMAT는 경영대학원(MBA) 입학담당자들

구조적 조직의 이해, 추론, 주제 분석 및 평가, 논설 및 가설 증명, 추리, 관

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학 공부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도움을

계 설명 등의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광범위한 주제로 분석능력을 평가하게

주기 위해 고안 되었으며, 학생의 전문 경영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의 유무

된다. Subject Test는 대학교 학부 과정의 전공 분야의 기초적인 주제들을

를 판단할 뿐 아니라 학생의 실제적인 어휘력과 수리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4가

평가하게 된다.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지 않는 대학원들이 많이 있다. 지원하

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2부분은 작문으로 각 30분씩 진행되고, 그리고

고자 하는 대학원의 조건을 확인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허비할

나머지 2개 부분은 각 75분씩 이루어지며 객관식 문제이다.

필요가 없다. 또 GRE Writing Assessment를 추가로 요구하는 학과 혹은
대학원이 있으니 준비 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1) 분석 능력 작문 (Analytical Writing Assessment)
분석 그리고 논쟁에 대한 2가지 주제의 작문으로 개념에 대한 비평적 사고력
및 의사 전달의 능력을 측정한다.

3. SAT (Scholastic Assessment Test)

(2) 수리 능력 (Quantitative-Math)
30

7개의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으로 기초 수학능력 및 기본 개념의 이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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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 해결과 도표 자료 분석 능력 등을 측정한다.

<2016년 3월 개정> 미국 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와 교육평가 서비스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공동주관 하에 일년에 6~7여 차례 실
시되는 시험이다. SAT시험의 목적은 미국대학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공부를 할

(3) 언어 능력 (Verbal)

수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한 학력평가 테스트이며, 대학 입학 위원회가 대학에서

독해, 논리적 분석, 문장 교정의 3가지 부분에 대한 41개의 5지 선다형 시험

성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된다.

으로 이해 및 판단 능력 및 영어 능력을 측정한다. 오답에 대한 감점제도가 있

SAT는 I과 II로 나누어지는데 SAT I은 추리력 시험(Reasoning Test)이고,

으니 확실하지 않은 답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달 1회, 최고 5회

SAT II는 과목별 시험(Subject Test)이다. SAT가 한국의 대입 수능과 다른 점

까지 응시 할 수 있다.

은 고교과정 전반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언어
적·수리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실제 입학 사정에
는 SAT외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된다.
2016년 3월 부터 총점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변경되었다.

2. 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1) SAT I (Reasoning Test)
일반적인 영어와 수학 문제들로 구성되어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General
Test와 특정 과목에 대한 전공 능력을 평가하는 Subject Test로 나뉜다. Gen-

■ Critical Reading (65분)

eral Test는 언어(Verbal), 수학 (Quantitative), 분석(Analytical)의 3가지

✽ 52 Passages·Evidence based Reading : 하나의 복합적 지문과 연관

부분으로 평가하며 각 부분에 800점씩 총 2,400점이다. 1년에 3번 (4월, 11월,

된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답을 추려내는 형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

12월) 시행된다.

중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1) 언어 (Verbal) - 30분 (30문제)

■ Mathematics Section (80분)

자료 분석, 평가 및 정보를 종합하여 문장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고 단어

✽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의 개념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구성된 문제

✽ 기존 18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제에서 긴 문장 형태로 변경되었다. (읽기와 수

가 출제 되며 일상생활에서 과학, 사회, 문학 등 폭 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

리능력을 동시에 요구)
✽ 45 객관식 + 13 주관식

각종 시험안내

[학력 시험]

✽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문제 해결 및 자료 분석/28%),

6.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

Algebra (대수/35%), Advanced Math (대수학 1,2/27%) 삼각법 및 기
하학 (10%) 등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 Old SAT에서 삼각법과 추가적으로 기하학 문제가 추가되었다.

미국, Canada의 Law School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으로 영어능력,
추리력, 분석력 등을 측정하게 된다. 대학교의 평점 (GPA) 및 LSAT가 가장 중
요하며 직장 경험, 추천서, 봉사활동 등도 지원 시 고려 대상이다. 180점 만점으

■ Writing & Language Section (35분)

로 30분간의 작문 Sample (Writing Sample), 4개 분야 (Reading and

One writing section : 문법과 논리적 논쟁

Comprehension, Reading Ability, Logical Analysis, Evaluation of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44문제 출제된다.

Facts and Rules), 6개 과목을 25분씩 치르게 되며 4개 과목을 합하여 5지 선
다형으로 110~120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 Essay (50분)
긴 문제를 읽고 문제에 답변하는 형식(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선택형으로 최종 점
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검토하고 있다.

7. CIE(Cambridge International Exams)
(2) SAT II (Subject Tests)

CIE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입시 시험으로 약 150여년의 역사

대부분의 학교에서 SAT II는 요구하지 않지만 아이비리그 대학교 등 최상위 대학

를 가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시험이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과목과 레벨을 선택할

교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SAT I과는 달리 학교 에서 배우는 학과 중에서 특

수 있다.

정 과목을 선정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고 실제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
험이다. 총 20과목이 있으며 크게 English, History, Math, Science, Lan-

■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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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ges 5가지 분야로 나뉜다.

보통 11학년 (만 14세-16세)에 이수하게 되며, 학생의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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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필수 선택 과목은 3 과목으로 수학, 영어, 영문학
이다.

4.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 AS(Advanced Subsidiary)
보통 12학년 (만 16세-18세)에 이수하게 되며, 보통 3~4과목을 선택한다.

세계적인 대학 합격 인증 시험으로 3~19세 학생들에게 총 3가지 교육을 제공한

1년 동안 과목 당, 170시간 이수해야 한다.

다. IB과정이 있는 학교에서 2년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IB증서를 획
득할 수 있다. 여기서 획득한 점수는 전 세계 명문대학 진학 시 객관적 기준으로

■ A level (A2) (Advanced Level)

인정되고 있다. 세계 명문대학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채택하

AS 레벨의 심화 과정으로, 보통 13학년 (만 18세-19세)에 이수 하게 되며, AS

는 교육과정이며, IB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대학 1지망 합격률은 다른 학생들 보

레벨과 동일한 3~4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다 높은 편이다.

8. NCEA (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
5.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학습성취도 국가자격증)

미국 의과대학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으로 문제해결 능력, 판단력, 작문,

뉴질랜드의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 성취도 국가 자격 시험으로 대학 진

과학 지식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 파악 능력 등을 측정하는

학에 필요한 시험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공

시험이다. (Verbal Reasoning, Physical Science, Writing Sample, Bi-

부 할 수 있다. 매년 시험을 치르게 되며 3년간 누적된 학점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ological Sciences) 그러나 미국 의사자격취득은 경쟁률이 치열하여 미국 시민

된다. 일부 대학은 과목별 학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NCEA는 뉴질랜드뿐

권자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아니라 호주, 미국, 영국, 인도, 스페인, 독일,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그 학점
인정이 된다.

출국에서 도착까지

출국

2. 수화물 찾기 (Baggage Claim)
입국신고 후 탑승 항공편이 표시된 턴테이블에서 본인 짐을 찾아 세관신고 하는 곳

1. 공항 도착
보통 출발시간의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여유 있게 수속하는 것이 좋다.

으로 간다.
간혹 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공항 직원에게 화
물인환증(Claim Tag)을 제시하고 화물을 찾는다.

2. 출국 수속
이용할 항공사의 데스크에 찾아가 여권, 항공티켓을 제시하여 좌석을 배정 받고 화

3. 세관 신고

물을 부친다.

짐을 찾은 후 세관신고 구역으로 가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유지가 있는 경우,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고, 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이어지는지
도 확인하자.

4. 국내선 이용

1~2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출국장으로 간다.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시인 경우 국내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간혹 국내선 공항이 다
를 수도 있으므로 국내선 이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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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관 (Customs)

출국 시와 마찬가지로 탑승할 국내선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

귀중품은 미리 신고를 해야 목적지에 입국할 때 세금을 묻지 않는다.

승권을 받은 후 짐을 다시 부치고,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를 찾아가서 해당 항공기
에 탑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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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심사 (Immigration)
여권, 탑승권을 제출하고 출국허가를 받는다.

현지도착과 학교등록
5. Gate위치 확인
Boarding Pass에 나와 있으니 잘 확인하고, 탑승 대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

1. 공항마중 (Airport pick-up service)

하자.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로 가장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학교 또는 홈스

6. 탑승

비행기 조기 도착 또는 연착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출발하기 20-30분 전에 Gate앞에 대기한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내로 탑승하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학교 또는 공항 픽업을 나오기로 한 곳에 연락을 하고

고, 짐은 수납장에 넣는다.

차분히 기다리도록 한다.

테이 측에서 공항 마중을 나오게 된다.

2. 대중교통

입국절차 및 국내선 갈아타는 법

■ 공항 셔틀 버스 공항에서 특정 지역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다. 하지만,
보통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환승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입국절차는 출국절차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국심사-수화물찾

■ 택시 정확한 주소만 있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이 비싸다.

기-세관통과)

■ 버스/지하철 가장 경제적인 교통 수단이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사

입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상식의 미비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전 지식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한다.

입국 절차를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도착 후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새로운 환경과 언어가 낯설어 당황할 수 있

3. 학교 등록

으므로 미리 갈아타는 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입학허가서와 학비 송금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등록이 최종 완료된다.

1. 입국 수속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 입학허가서를 제시하고 묻는 질문에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
한다. (유학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부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출국 전 준비물

여권, 입학허가서
입학허가서는 출입국 심사 시 분명한 입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권은 잃어
버릴 염려가 있으니, 여분의 복사본을 준비하여 현지에서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음.

비자 사본

상비약

만일을 대비하여 출입국 심사 시 비자 사본을 제출하여 방문 비자 유형을 확실히 증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상처연고, 밴드, 진통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 준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가족과의 연락
항공권 E-Ticket

한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시스템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항공권 확인이 가능하지
만, 만약을 대비하여 E-Ticket을 프린트

사전 및 여행책자
스마트폰 어플 또는 전자사전 이용. 현지 여행책자를 준비하여 현지 정보를 습득할

환전

필요 있음.

개인용돈의 액수는 개인차가 크지만 (한달 80~300달러), 주말 동안 여행을 가거
나, 기념품을 많이 살 계획이라면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고, 첫 달 생활비 정도는

화젯거리가 되는 것 가족 사진, 한국 그림엽서 및 기념품 등
안경, 콘텍트렌즈

해외 여행 보험

안경 분실 및 망가질 수도 있으므로 여유분까지 준비. (현지 구입 시 절차가 까다롭

가입한 해외 여행 보험 증서는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 비쌈)

현지학교와 보험 가입처(유학원에서 가입한 경우 유학원)에 보고하고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을 송부 해야 함.

칫솔, 치약 및 세면도구
홈스테이에서 수건은 제공할 수도 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개인 수건 준비. (도착

20×20 투명 지퍼락 팩

하여 쇼핑 하기까지 여유가 필요)

기내에 1인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만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액체나 젤 류는
수하물로 보내야 함.

여행용 멀티어댑터
마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 여행용 멀티어댑터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는 것이 편리)

현지 휴대폰 이용

- 미국/캐나다 사용 전압 : 110-120V, 60Hz

1. 국내에서 해외 요금제에 가입 후 현지에 가서 USIM칩만 변경

- 뉴질랜드/호주 사용 전압 : 230-240V, 50Hz

2. 학교 현지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지 심 카드 구매 안내
- 출국 전, 공항 로밍 센터 또는 콜 센터에서 MMS되는 데이터 차단 신청

- 영국/몰타 사용 전압 : 240V, 50Hz
- 아일랜드/스페인 사용 전압 : 220V, 50Hz

- 현지 심 카드 작동 확인 후 로밍 센터에 전화하여 일시 정지 신청

의류
현지 계절에 맞추어 준비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 얇은 옷, 속
옷, 양말은 여유 있게 준비

수영복 실내 및 바닷가에서 수영할 기회를 대비하여 준비
스포츠웨어 활동에 편리한 옷과 운동화
재봉용구, 손톱깎이 소형 휴대품 (바늘, 실 등)

기타 잠옷, 실내용 슬리퍼, 컵라면, 고추장, 라면 등
✽ 포장이 된 음식물은 별 문제가 없으나, 뉴질랜드의 경우 타 음식 (김치 등)은
세관 통과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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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리 환전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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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ington D.C
미국의 수도로 행정/입법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문화/관광 도시로도 손색없을
만큼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고 그 중 많은 곳의 입장료가 무료이다.

■ New York City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등 유명 관광지가 밀집해 있고, 물가가 굉장
히 비싸다. 뉴욕 주민들은 New Yorker라고 불리며 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
다. New York State와 New York City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자.

■ Boston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7위로 선정. 보스턴 대학, 메사츄세츠 대학, 버클리 음대
등 세계 유명 명문대가 밀집하여 있으며 치안도 좋은 편이다. 역시나 높은 물가를 자
랑한다.

■ Seattle
서부의 워싱턴 주에 위치. 날씨가 온화한 편이고, 치안상태가 좋은 편이다. 보스턴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7위로 선정되었다.

■ San Francisco
연중 온화한 날씨가 지속된다. 미국 내 최고의 미각 도시로 알려진 도시인만큼 정상급
의 세계 각국 요리를 접할 수 있다. 치안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늦은 밤 강력 범죄가 발
생하기도 하니 늦은 밤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 Los Angeles
이민자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할리우드와 다
양한 관광지가 밀집하여 있어 관광객이 많으며 부유층이 생활의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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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요]

[ 교육 ]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으로 51개 주로 이뤄져 있다. 다민족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왜 미국을 선호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제도와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연수
및 유학 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나라로 세계의 많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1.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학위
학위란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인지도와 같은 것이다.
타 국가의 학위는 그 국가를 벗어나면 학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학위는

1. 정식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전세계에서 통용된다. 이것이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의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 중

2. 면적 9,372,610 ㎢ (한반도 면적의 42.6배)

하나이다.

3. 위치 미주대륙 북부
4. 수도 워싱턴 D.C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2.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

5. 인구 약 3억 2,543만명 (2017년 기준)
6.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59,495 달러 (2017년 기준)

3. 다양한 문화

7. 언어 영어

미국에는 수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학생들이 온다. 학교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을 하

8. 종교 다원화 (로마 가톨릭교, 개신교 약 75%)

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인재로

9. 섬머타임 매년 3월 2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

10.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911

4. 활발한 교내 활동 프로그램
학교 마다 다양한 예체능 과목을 제공하며 제공되는 예체능의 수준도 학교의 수준을

[ 자연과 기후 ]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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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도와줄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환경

차는 꽤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대학들은 최첨단 과학 기술과 다수의 노벨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
문적, 과학적 수준을 지닌다.

북부 (미네소타주 등) 겨울에 춥지만 대체적으로 고르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음
남부 (플로리다주 등) 북쪽보다 비교적 따뜻한 기후

6.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어학 및 정규 프로그램 제공

동부 (뉴욕주 등) 습도가 높은 대륙성 기후로 봄·가을이 짧고, 여름에는 더우며 겨울
에는 추위가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림

7. 자유로운 전학 및 편입

서부 (캘리포니아주 등) 서해안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따뜻하고, 비는 주로 겨
울에 많이 옴

8. 창의적 교육

내륙 (유타주 등) 사막 기후로 1년 내내 따뜻하고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하며 낮
과 밤의 온도 차가 심함

9.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법 (미국유학 최고의 이점)

USA 미국

한국과 같이 뚜렷한 4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큰 영토 덕분에 지역에 따라 연중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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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유학]

■ Military Academy
정규 중·고등학교 이지만 학교 설립이념에 따라서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Sports

1. 조기교육

를 중요시 한다. 각 지역에 1~2개 학교가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다니는
남·여 공학이 대부분이다. 많은 Sports활동을 할 수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유학 환

(1) 공립학교

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다른 사립학교에 학생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보다 친절하
고 예의 바르다. 높은 명문대학교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1. 각 지역마다 지역 주민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어 기숙사나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
2. 외국학생을 위한 입학허가서(I-20)를 발행하지 않기에 주재원, 유학생, 교환교

■ Catholic School
지역 Catholic 재단에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립학교 보다 엄격할 것이

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만 다닐 수 있으며 학비는 무료이다.

라는 기대로 인해 특히 여학생들이 선호하지만, Bible Study를 매년 필수 과목으

- 부모가 유학생인 경우 : 동반자비자(F-2)로 공립학교에서의 무료 교육이 가능

로 이수 해야한다.

- 부모가 교환교수, 연구원 또는 주재원인 경우 : 교환학생 (J-1 / J-2) 비자로
부모 거주기간 동안 공립학교 등록가능
3. California, Massachusetts, New Hampshire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일반 사립학교
가장 보편적인 학교의 형태이며 정규 과목 외에 다양한 예능 및 Sports가 가능하다.
명문 사립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지원만 하면 모든 학생들을 다 입학시켜주는 학교
도 있으니,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사립학교
■ 미국 내 고등학교 진학 시 고려할 사항
1. 약 3,000여 개의 사립학교들이 있으며 대부분이 종교 재단에서 설립되어 이념
과 교육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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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은 유학생 보호자를 위한 동반 VISA를 따로 발행해주고 있지 않기에 학생을

졸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은 전체의 2/3정도이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의 재량으로 수
업이 진행 된다. 학교마다 각각 다른 특기 과목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의 진로 목
표와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USA 미국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숙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
3. 대부분의 사립 학교들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좋은 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어 학업과 스포츠 및 재능 개발에 있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2. 대학교육

4. 높은 교사 및 직원 비율로 개별적 관심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학 진학을 지도하는 College Counseling Program이 있어 성적이 떨어지

■ 단과대학 - 2년제 대학

거나 특정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에 과외 지도를
무료 혹은 유료로 받을 수 있다.

장점
1. 종합 대학에 비해 학비가 약 1/3 또는 그 이상 저렴하다.

(3) Day School

2. 2년 간 평점 B 이상 유지 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이 대부분 보장된다.
3. 4년제 대학에 비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 더 밀착된 학업 관리를 받을 수 있다.

1.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며 통학한다.
2. 보통 3-4시에 하교하여 친구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자율적으로 숙제 등
의 추가 학업을 하게 된다.

- College, Community College라 불리며 미국 전역에 2,000여 개가 있다.
- 주로 공립이며 전문기술과 기초 학문과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종합대학에 비해 작은 편이다.

(4) Boarding School

- 직업 교육 과정, 4년제 편입 준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과정이 있으며 모
든 과정을 수료하면 준 학사 학위(Associate Degree)를, 단기 프로그램으로

1.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부모 역할을 하거나 조언, 상담자

Certificate을 취득할 수도 있다.

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2. 학생들은 개인 교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한 생활 및 학업 관리를 받을 수

■ 종합대학 - 4년제 대학 (University)

가 있다.
3. 한국 학생에게는 현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으
며 방과 후 같이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질 수 있는 Boarding
School이 좋다.
4. 일반적으로 총 학생 수는 150~300명 정도이고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10 정
도이다. 학급 당 학생 수는 10~14명 정도이며 과목에 따른 차이는 있다.

장점
1. 여러 단과대학(College)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가 크다.
2. 수준 높은 교수진
3. 최첨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
4. 학부 및 석사과정, 대학에 따라 박사과정까지 제공된다.

종류

수업능력이 없을 경우 그 대학(대학원)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대학(대학원)

1. Liberal Arts College (학부 과정 중점)

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출 시기까지, 혹은 TOEFL점수를 취득할

2. Research Institution (대학원 과정 중심, 연구 중심 대학)

때까지 해당대학(대학원)의 영어 연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입학허가를 발행하는 제도
를 말한다.

공과 대학원이나 경영 대학원 또는 사회과학 분야가 강한 대규모 주립대학이라고 해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라 영어연수와 학부과정을 병행할 수 있으며 TOEFL성적이

서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이러한 대규모 대학의 학부과정 수

다소 부족하더라도 입학을 허가 하기도 한다.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조건부 입학 제

업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학은 추가 학점 취득 등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학부 과정의 경우 보통 1, 2학년 동안은 고교 과정의 연장이라고 할 만큼 일반 교양

도 한다.

과목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유학생들은 역사, 문학, 어학 등의 과목을 수강해
야 한다.

장점

충분한 학문적 토대를 쌓은 후인 3학년부터 본격적인 전공과목 이수가 시작되는데

어학 및 정규대학의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기 VISA를 받을 수 있다. 유학을

보통은 30학점 내외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계획한 이후부터 입학이 허가되어 출국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부과정을 수료하는데 소요 기간은 보통 4년이며 건축, 약
학 등과 같은 특정 학부의 경우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단점
일부 학교에서만 조건부 입학을 허락하기에 학교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

■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만, 일부 우수한 학교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GPA)이나 대학 이수 학점이

IVY리그 등 명문 대학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나 주립대학이 일반적으로 학비가 저

좋은 학생에게는 조건부 입학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렴하여 선호 받고 있다. 사립대학은 ‘인문계열’이 그리고 주립대학은 ‘자연, 공학 계
열’이 강하다.

4. 비용
■ College도 4년제가 있던데, University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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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연) Community College - $10,000 내외,

스스로 College 혹은 University 명칭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ollege와

주립대 및 사립대 - $25,000~50,000

University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 2가지 대학교는 유사한 전공과 학위를

생활비 (월)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700~1500

제공한다.

추가비 (연) 의료보험비, 교재비, 실습비, 용돈 등 $5,000~10,000

대부분 4년제 College는 University보다 규모가 작고 일반적으로 대학원 학위를

✽ 뛰어난 학점과 영어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학재단 또는 학교별 제공되는 장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많은 College들이 경영학 석사(MBA)와 같은 대학

학금을 통해 학비 부담을 줄여보자.

원 학위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College는 University보다 규모가 크다.
많은 수의 미국 학생들이 교수들로부터 개인적인 지도를 받고 적은 학생 수의 강의
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대학교를 선정할 때 무작
정 큰 대학교 만을 선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3. 학기 및 입학
9월에 정규 학기를 시작하지만 엄격한 구별이 없으며, 2학기 (Semester), 3학기
(Trimester), 4학기 (Quarter) 제도가 있다. 한국 유학생에게 4학기제의 대학은
부족한 영어 능력으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2학기제 대학에도 여
름 학기(1~2과목 신청)가 추가로 있으나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다.
(1) 대학 입학, 학부 편·입학
요구 서류 : 중·고등학교 성적표, TOEFL 점수, 추천서, 에세이 등
요구 조건 : 최소 평점 GPA 2.5 / TOEFL iBT 61점 이상
(2) 조건부 입학 (Conditional Acceptance)
학업 능력은 모두 갖추었지만, 단지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규

[ 현지생활 ]

1. 교통
(1) 자동차
미국의 도시는 구획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비교적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영토가 워낙 넓어서 목적지 간의 평균 거리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멀 뿐만 아
니라 대중 교통 수단 또한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활
동이 매우 불편하다.
-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나 교외 지역은 대중 교통 시스
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있지 않다.
- 택시 가짜 택시나 여행지를 속이려는 악질 운전사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차체
나 보닛(Bonnet)에 라이센스가 붙어 있는지,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반드
시 확인하고 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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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유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 학교들은

2. 숙소

3. 유학생 의료보험

(1) 학생 기숙사 (Dorm)

- 최소 보장한도로 US$ 100,000 요구

- 주로 학부 학생을 위주로 선착순 신청 접수로 사전 신청이 필요

- 의료보험 적용은 병원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예를 들면 병원

- 미국은 보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가는 것이 경제적이다.

- 교내 부대시설 이용 편리, 많은 학생들과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 용이

비용, 진료비 외에 예방주사, 건강진단 등) 보험사용 약관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한 방에 2-4명의 학생이 함께 사용
- 방에는 책상, 옷장, 침대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구가 완비
- 공용 학습 공간, 사교 공간, 학생라운지(오락실 포함), 세탁실 등

Tip. 출발 전 건강진단을 받아 아픈 경우는 완치시켜 출국하는 것이 좋다. 환경의
변화, 긴장 등에 의해 불면, 위장장애,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
으므로 간단한 약은 챙겨가고 평소에 먹던 약은 가능하면 유학기간에 맞춰 가

(2) 아파트형 기숙사

져가는 것이 좋다.

-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형태
- 일반적으로 2개의 방과 1개의 욕실, 거실, 부엌을 4명의 학생이 공유
- 식사 제공 안됨 (스스로 준비)

4. 운전면허

- 다른 사설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관리비

- 미국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많은데 미국의 운전면허증은 우리 나라의 주

- 편리한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최근 미국과 한국 사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3) 홈스테이 (하숙)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단, 주마다 확인 필요)

- 미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예)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메사츄세츠,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에서

- 영어실력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향상 시킬 수 있다.
- 이민자가 많은 미국의 특성상 100% 미국인 가정에 배정된다고 보장할 순 없지
38

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
- 한국교포가 많은 곳에는 한글판 필기시험이 준비되어 있다.

만, 모든 호스트 가정은 합법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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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자.
(설거지나 약간의 집안일은 돕는 것이 좋다.)
-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항상 집 주인과 먼저 상의하자.

5. 통화 및 은행이용
미국 통화 : 달러 (Dollar=＄), 센트 (Cent=¢), ＄1= 100¢

단, 호스트와 논의하기 민감하거나 불편한 문제라면 학교 또는 유학원에 알리도

미국 내에서의 환전은 은행이나 호텔, 공항에 ‘Exchange’라고 쓰인 환전소 창구에

록 한다.

서 가능하다.

- 비용 한 달 ＄700~800, 로스엔젤레스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한 달 약 ＄1,000~1,200
- 통학시간 약 40~90분

(1) Check (수표)
- 미국 내에서의 Personal Check은 굉장히 보편화 되어있다.
- 여행자 수표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되
기 때문에 안전하다.

(4) 임대 주택
- 교외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
합하다.
- 매달 주거 대여비를 지불하는 형태이며 입주시 한 달 치의 집세는 예치금으로 지
불 된다.
- 입주를 하기 위해 현지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 대부분 난방 시설, 냉·온수 시설, 화장실, 부엌, 옷장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2) 신용 카드
- VISA, Master 카드를 보편적으로 사용
- 현지에서 첫 1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힘들고, 자격심사 등에 노력과 시간이 걸리
므로 한국 에서 취득하는 것이 훨씬 낫다.
- 미국에서의 카드 신청은 보통 $20 정도의 연회비가 들고, 개인의 Credit History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 정해진다.

있다.
(3) 은행

✽ 주의사항 ✽

- 영업시간 : 월~금(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휴무

전압 : 120V / 주파수 : 60Hz

- 장기유학 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놓으면 편리하다.

- 미국과 한국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전기 제품을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 못

-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한다.
- 우리 나라의 110/220V 겸용 제품은 사용 가능하지만 콘센트 형이 달라 어댑터
가 필요하다.

ID(운전 면허증, 여권, 신용 카드 등)와 Social Securit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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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대학 진학의 지름길
토플 없이 워싱턴주로 유학가자!

미국 간호사 에버렛 칼리지 간호학과

www.cascadia.edu

세계 최대 보잉사 실습 에버렛 칼리지 항공정비학과

미국 명문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편입 과정

연 1,200만원으로
미국 명문대학 편입 / 미국대학부설 어학연수
(워싱턴 주립대 / 워싱턴대학 / 캘리포니아대학 외 다수 명문대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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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학비

•대학 편입 프로그램 (워싱턴 주립대 / 워싱턴대학-40% / 캘리포니아대학-20% 외 다수 편입학)

● 캠퍼스 내 기숙사 생활

•워싱턴 대학과 캠퍼스 공유
•학교 자체 편입 박람회 실시(연 2회) - 미국 40여개 유명 대학 참여

● 캠퍼스 내 국제 학생 고용 제도

•시애틀과 30분 거리

● 담당 교수님과의 편입 및 전공 상담

•적은 학비 부담감 - 연 1,200만원의 학비

● Microsoft, Starbucks, Amazon.com, Boeing 등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사회에서 투자하고 양성하는 칼리지 프로그램

•캠퍼스 안에서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회
•다양한 클럽 활동
•유명 학과 : 비즈니스학과, 엔지니어링, 컴퓨터 공학

kaplanpathway.com

Northeastern
대학교

•미국대학종합순위 Top 40위
•미국 내 커리어 서비스 No.2
•국제학생 수 Top 10
•한 해 1만 명 이상 재학생 현장실습 참여

Pace 대학교

02-2183-0188

•미국대학종합순위 Top 5%
•뉴욕인턴십 프로그램 No.1
•졸업 후 국제 학생 취업률 89%
•Up to $27,500 장학금 혜택(다이렉트 학사학생)

kaplanUSP

Tulsa 대학교

•미국대학종합순위 Top 90위
•Top 100 경영 대학교 & 법학 대학교
•전세계 Top 15 Small University
•Up to $15,000 장학금 혜택(다이렉트 학사학생)

El Camino College
Language Academy

2천만원대로 석사학위
콩코디아시카고대학교

+ 자녀 무상 교육
+ 최대 3년 유급 인턴쉽

웹스터대학교

California

16007 Crenshaw Blvd, Torrance, CA
(+1 310) 660- 6465
www.elcamino.edu/commadv/langacad
ecla@elcamino.edu

USA

어학연수 집중 과정
남부 캘리포니아의 El Camino College에 위치한 El Camino Language Academy(ECLA)는
고급 영어 집중 과정을 제공합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수준 높은 영어 교육을 받으며 미국 사회와 문화를 몸소 즐기며 배우세요!

교육학 석사과정 No.1

세계 각지에 캠퍼스 - 캠퍼스 변경시 항공편 지원

콩코디아 시카고 대학교

웹스터 대학교

부담스러웠던 미국 석사과정,
최소 비용으로 미국 명문대에서, 아이와 함께!
1. 미국의 명문 교육대 - 미국내 교육대학 순위 6위
2. 일자리 보장 100%~97% (STEM 관련 학과 : 100%보장)
3. ESL 과정 학점으로 인정 가능
4. 유급 인턴쉽의 기회
5. 대안학교 / 검정고시 응시자 지원 가능
6. 공무원연수 프로그램 가능 (교육 행정학 석사과정)
7. 유연한 입학조건 •GPA 2.85 ↑
•GMAT + GRE + 경력 필요없음
•IELTS 6.0 ↑ 또는 IBT TOEFL 72 ↑

프로그램 개요
[ECLI의 영어 수업]

Why El Camino Language Academy?

•주 20시간 수업으로 16주 간 진행

•엘 카미노 칼리지 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엘 카미노 칼리지 또는 그 외 칼리지으로의
입학이 용이

•월-금요일, 오후 1-5시 수업
•수업 내용: 읽기, 쓰기, 문법, 회화, 미국
문화, 토플 준비 과정과 성공적 학업 전략

[액티비티]

•학생 개별 학업 관리 시스템

•영어 실력 향상을 돕는 도서관, 어학실,
캠퍼스 자료 이용

•해변과 근접하며 다양한 즐길 거리와
각종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

•ECLA 친구들과 함께하는 점심 파티
•LA의 세계적 유명 기관으로 견학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관광지들로
당일 여행

•학기말 졸업식

•교외 학생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이용

•ECLA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방과후 활동

8. 빵빵한 장학금 프로그램 •검정고시 성적이 좋을 경우 장학금 지원 (최대 30%)
•한국 정부 지원 장학금
•GPA 점수에 따라 최대 25% 장학금

•최첨단 교실에서 칼리지 강사진에게 받는
수준 높은 수업

•El Camino College에서 제공하는 예술
공연, 천문관, 학생 활동, 교내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 참여 가능
DOWNLOAD THE APPLICATION AT:
WWW.ELCAMINO.EDU/COMMADV/LANGA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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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uthwesternacademy.edu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세요!

나의 두 번째 집 Southwestern Academy
1924년에 설립 된 남녀공학 Southwestern Academy는 학교 교사와
직원들의 긴밀한 소통으로 학생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국제 학생들과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생활
•6-12학년 (San Marino, Ca) / 7-12학년(Rimrock, AZ)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립 대학

•소수 정예 수업 및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정규 어학연수 프로그램

Rohnert Park/Cotati Area

•과정 개강일 매년 5회
•영어 실력향상과 함께 미국 현지 문화 체험
•대학 진학 준비 과정
•학부 과정 조건부 입학

•북 샌프란시스코에서 50분 거리에 위치
•태평양 해변과 가까이 위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지
•안전한 도시, 깨끗한 환경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밤의 이상적인 기후

•학생들이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ESL 코스 제공

학위 준비 과정
•1개 또는 2개 학기로 진행
•컴퓨터 공학, 음악, 경영, 순수미술, 생물학
등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
•저렴한 학비
•소노마 주립 대학교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sonoma.edu/exed/ssali/

School of

Extended and
International Education

E-mail admissions@southwesternacademy.edu Tel +1(626)799-5010 ext. 5

New Zealand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관문 오클랜드 Auckland
인구 150만으로 가장 큰 도시이며, 상업과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2개의 항구와 수백 개의 해변을 가지고 있고, 연중 기온이 온화 하여 골프, 수영, 서
핑, 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2만 명
가량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다.

■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Wellington
문화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40만 명이며, 기업들의 본사 및 정부기관, 외국의 공관들
이 밀집되어 있다. 아름다운 항구와 언덕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현대적인 도시의 면모
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문화적 역사적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 정원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남섬 최대의 도시로서 인구는 약 31만 명이다. 공원이 100여 개 이상 있어 시내 전체
가 커다란 공원처럼 보인다.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눈도 내린다. 2011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진 전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설들을 확충해 나
가고 있다.

HJ Global Edu

[ 국가개요 ]

[ 교육 ]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포츠를 사랑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롭

1. 영국을 모델로 한 무상교육 제도

게 생활 한다. 세계 최초로 여성참정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찍부터 사회보장 제

- 정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가 잘 발달된 선진 복지 국가 중 하나로 정치적 안정도가 높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국립이지만 몇몇 사립학교는 그들만의 교육철학과 종교

특히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며, 사회적으로 유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다.

적 전통을 이어간다.

또한 중·소 도시들의 경우에는 외국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친선기구의 활동
이 활발하며, 유학생들은 이들을 통해 쉽게 뉴질랜드의 사회와 문화에 접할 수 있다.
뉴질랜드 영어는 미국영어처럼 ‘R’ sound가 심하거나, 영국영어처럼 악센트가 강

2.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교육 기관 각급 교육기관들의 수준이 큰 편차 없
이 골고루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

하지 않은 영어로 인정되고 있다.

3. 유학생 VISA 완화 조치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국가
1. 면적 270,534 ㎢ (한반도 면적의 1.2배)
2. 위치 대양주, 호주의 남동쪽
3. 수도 웰링턴 (Wellington)
4. 인구 약 482만 명 (2017년 기준)

- 최근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유학생 VISA 완화 조치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다.
- 많은 유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FORM3(대략 13세)부터 FORM7(대
략 17세)에 등록하고 있다.

5.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41,629 달러 (2017년 기준)
6. 언어 영어 (영국식), 마오리어
7. 종교 성공회 17%, 가톨릭 14%, 개신교 11%

4. 교육과 직업훈련 병행 근로현장 속에서 교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25개의
기술 단과 대학이 있으며, 25만명이 재학 중이다.

8. 섬머타임 9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 해 4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42

9.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111

5. 교육대학에서의 전문교사 양성 교육대학에서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

New Zealand 뉴질랜드

교, 대학에서 가르칠 전문 교사 양성을 위해 특별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6. 8개의 종합 대학

[ 자연과 기후 ]

- 8개의 종합대학이 있어 학문적이며 전문성을 띤 수준 높은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길고 흰 구름의 땅” 뉴질랜드(New Zealand)는 흔히 지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남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는 정반대의 기후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 모든 대학들이 경영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학 등의 폭 넓은 학사과정을 제공
한다.
- 공학, 컴퓨터, 의학, 농학, 등과 같은 각 대학 고유의 특별 전공분야를 집중 개발
하고 있다.

일교차가 크고 기후의 변화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며,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하여
여름이라도 반소매 차림 위에 걸칠 것을 준비해야 한다.

7. 안전하고 조용한 분위기 번잡한 곳을 떠나 조용히 학업에만 몰두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곳이다.

✽북섬
온천과 아름다운 해변이 많다.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추운

8.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

날씨는 없으며 겨울철의 강수량이 1,300mm 정도로 비는 많이 올지라도 눈은 내리

- 다른 국가에 비해 환율이 낮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 않는다. 연중 평균 기후는 10~25도 이며, Auckland 위쪽 기후는 아열대 양상

- 수준 높은 교육 환경에서 과외비용만 가지고도 유학이 가능하다.

을 보여 일광욕 및 해양 스포츠에 적합하다.

✽남섬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호수와 계곡과 산이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장이
많이 있다. 남부지역으로 가면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6~10도이며, 여름에는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날도 있으나 이
때도 아침, 저녁의 기온은 15도 전후로 매우 상쾌하고 쾌적하다.

[ 정규유학 ]

(3) 모든 대학은 학문 추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국립대학이
라는 점에서 높은 학문 수준으로 균등한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

Why New Zealand?

(4) 대학원의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학원들의 수업과정보다는 연구과정 중심으
로 운영된다.

(1) 높은 수준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2) 영어교육은 매력적이고 또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하에 이루어진
다. 교육기관들은 규모 및 위치, 그리고 다양한 일반 및 전문 과정들을 제공한다.
(3) 키위라고 불리는 뉴질랜드인들은 외국의 방문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하다.
(4)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안전하고 안정된 정치적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 첫 번째로 여성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로써 여성 인권이 많이 존중된다.
(5) 아름다운 자연으로 명성이 높고, 매우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적 경험들을 즐길
수 있다.
(6) 생활비와 수업료가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다.
(7)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로부터 직항 노선이 있으므로 쉽게 여행 할 수 있다.

•수업과정 (Coursework) - 정해진 커리큘럼에서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여 학
점을 취득한 뒤 학위를 받는 과정
•연구과정 (Research) - 특정과목에 대한 수업이 없이 지도 교수의 연구지도
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논문 심사에서 통과하면 학위를 취득하
는 과정
(5) 대학 강의 방식은 전공 분야별로 그리고 대학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지닌다.
이공 계열 및 의예과 등은 강의와 실습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폭넓은 참고문헌 탐
독과 연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도록 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6) 뉴질랜드 학생들은 고2~고3 과정에서 대학에서 전공 할 기초 과목 및 교양과

(8) 범죄율이 낮다.

목을 미리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므로 3년간 학사 과정이 제공된다.

(9) 학교 윤리강령이 있어 교육체계가 잘 잡혀 있고 교육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공학, 교육학, 농학 등의 분야는 4년, 기타 이보다 더 장기간의 교육과
정을 제공하는 건축학(5년), 의학(6년), 수의학(6년) 과정 등이 있다.

1. 조기교육
(1) 뉴질랜드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는 4학기제이며,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3. 학기 및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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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일반적인 교육 체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
나, 학교마다 운영하는 대학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몇몇 공립학교들도 기숙
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4) 국제학생이 입학 가능한 학교의 경우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 수업을 제공 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 비교적 쉽다.

(1) 기술단과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
램도 있다.
(2)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 방학을 가진다.
(3)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대부분 2학기 입학이 가능하다.
(4)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나고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
(1학기), 7월에서 11월 (2학기) 까지다.
(5)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요구조건은 TOEFL 540점 (iBT 76) 또는 IELTS 5.5,

(5) 만 11세 미만의 학생은 반드시 친 부모와 동반 유학을 해야 한다.

내신 성적은 (GPA) 중간 정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영어능력이 현재 구비되지 않

(6) 뉴질랜드의 홈스테이는 교육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은 학생들을 위하여 자체 어학연수원에서 영어 수업을 받는 조건 (6개월~1년)
으로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기도 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에
게 훌륭한 교육정보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대학교육
(1) 한국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뉴질랜드의 대학교육 기관들은 대략 전문대학
(Polytechnics), 종합대학 (Universities), 교육대학 (Colleges of Educatio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폭 넓은 학문적 바탕이나 교양과목을 강조하기보다는 1~2개의 전문 분야를 학
위를 마칠 때까지 중점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전문교육을 강조한다.

(6) 종합대학의 입학 요구조건은 TOEFL 550 (iBT 80) 또는 IELTS 6.0 이상의 영
어 능력과 내신 1~3등급에 준하는 학교성적을 요구한다.

New Zealand 뉴질랜드

끝난다.

[ 영어연수 ]
1.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한국 학생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어학연수지로 추천

[ 현지생활 ]
1. 교통
(1) 자가용과 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2.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준비된 영어 교육 기관들

(2)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좌측통행을 한다.

- 일반 영어, 비즈니스 영어, 진학 준비 과정 영어, 비서학 영어, 관광 영어 등 전문

(3)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주요 국제공항이 있고 24개 국제선이 직항이나

적인 영어 회화 반과 TOEFL, IELTS, 캠브리지 등 각종 시험 준비 반이 마련되

정기노선으로 인근의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북미, 남미, 호주, 아시아, 영국, 유

어 있다.

럽 등으로 운항하고 있다. 국내선의 중심인 웰링턴에는 역시 호주의 동해안과 연

-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위 프로그램 중에서 한 두 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결되는 노선이 있다.
(4)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들 간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으며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3. 연수목적에 따른 학교 선택
- 학생들은 연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한다.
예)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 TOEFL이나 IELT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지에서 영어 연수를 오래 하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IELTS 시험 준비 반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도시 육상 이동은 InterCity, Mount Cook, Newmans, Transrail 등에서 운
영하는 기차나 버스 등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 남섬과 북섬 사이에는 웰링턴과 픽톤(Picton-남섬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도
시)을 연결하며 사람들뿐 아니라 자동차까지도 운반하는 페리가 운행된다.
- 국제 학생증(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을 지닌 학생들은 오클랜
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으며 다른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스나 기차의 경우 30%까지, 항공편의 경우 최고 60%까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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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학 연수 가능한 학교는 대학부설, 사설 등으로 나뉜다.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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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시기

2. 숙소

- 종합대학교 부설 어학원은 영어프로그램이 12~13주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서 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출국 전에 기숙사나 아파트, 하숙할 집 등을 미리

3월, 5월, 9월에 입학이 가능하다.

예약해 두어야 한다.

- 사립 어학원은 개강 일이 4주 단위로 개설 되어 있거나 매주 월요일에 개설하여
입학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1) 기숙사
- 대개 2인 1실이 기본이며 침대, 옷장, 책상 등 기본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고, 식

6. 비용 1개월, 주당 25시간 수업기준으로 평균 유학 비용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 대학부설의 경우 학비는 100~120만원
- 전문대부설의 경우 학비는 90~110만원
- 사설어학원의 경우 학비는 80~100만원

사는 학교 식당에서 할 수 있다.
- 기숙사에 입실하는 학생들의 식사는 Meal Plan에 의거하여 1주일간의 식사횟수
에 대한 계약을 하여 이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다.
예) 주 19회 또는 평일 3회 및 주말 2회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 기숙사에는 각층마다 간단한 취사도구가 갖추어진 부엌이 있는 곳이 많으며, 몇
사람이 그룹을 지어 직접 본인의 식사를 해먹을 수 있다.
- 특히, 한국 학생들은 부엌이 딸린 기숙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2) 홈스테이 (하숙)
- 주로 가정집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이 있다.
- 기본적으로 식사, 세탁 등을 제공하며, 추가 요금 지불 시 픽업도 가능하다.
- 주로 자취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선호한다.
- 한국에서 어학원을 통해 예약을 할 경우, 소개비와 주당 $250 - 270정도를 지
불해야 하지만, 신원조회 등 안전이 보장되고 집주인과의 문제가 발생 시에 어학
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찾을 경우에는 소개비
는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저렴한 가정을 찾을 수 있지만, 집주인과의 문제를 본인
이 직접 해결해야 하고 집주인의 신원조회 및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 등에 대해서
는 조사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HJ Global Edu

3. 유학생 의료보험
- 뉴질랜드 내에는 공 기관, 사설기관 2종류의 병원이 있다.
- 세계 최신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로 종합 혹은 사설병원 모두 최
신 의료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제공한다.
- 대부분 건강관리 비용을 보험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유학을 오거나 관광 등의 목
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방문 목적과 기관을 불문하고 외국인이라도 뉴질랜드 내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에
는 ACC라는 뉴질랜드 국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2년 이상 뉴질랜드에 머물면 뉴질랜드 국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
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공부 할 경우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출발 전에
미리 ‘해외유학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운전면허증
- 한국의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나, 한국의 국제 면허증은 발행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하므로 1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 면허시험은 3단계에 걸쳐서 실시되며 필기 및 실기(주행) 시험이 있다.
- 한국 면허증을 제시하면 현지 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제도도 있다.

5. 통화 및 은행이용
- 기본 단위가 뉴질랜드 달러(NZ$), 보조단위가 센트(¢)이며, $1=¢100 이다.
- 지폐의 종류는 NZ$5, 10, 20, 50, 100이고 동전의 종류는 1, 2달러가 있고

(1) Check (수표)
- 많은 현금 소지 시에는 분실의 우려가 적은 여행자 수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
국을 떠나기 전에 뉴질랜드 구좌가 없다면 뉴질랜드 여행자 수표를 사서 도착하는
즉시 구좌를 개설하면 된다.
(2) 신용카드
- 통용되는 신용카드로는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 다이너스, JCB 카
드 등이다.
- 과다한 화폐 보유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는
데 필요할 경우 카드와 여권을 제시 하면 어느 은행에서든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은행이용
-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은행이 있으며, 다수의 은행들은 교육기관과 근접해 있거나
컴퍼스 내부에 있다.
- 은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문을 연다.
- ANZ BANK, BANK OF NEW ZEALAND 등의 은행이 있으며, 어느 도시를
가던 24시간 현금 인출기(ATM-Automatic Teller Machine)를 이용할 수 있
으므로 현금 카드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누구든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고, 약간의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입금시켜 두
는 것이 좋다.

New Zealand 뉴질랜드

5, 10, 20, 50센트가 있다. (2015년도 기준 NZ환율은 NZ＄1 = 약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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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Halswell School
1. 뉴질랜드 소득, 교육 지표 최상위 지역인 Decile 10에 위치한 학교
(만 5-13세)
2.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주거 지역에 위치
3. 150년 전통과 교육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
4. 최신의 학교 시설과 우수한 교육자료
5. 전문적인 선생님으로 구성된 7, 8학년 프로그램 운영
6. 수학, 영어, 과학 교육에 초점 맞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과정
7.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며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는 학교
8. 국제학생 담당 선생님이 있어, 체계적 국제학생 관리 및
우수한 영어교육(ESOL) 프로그램 제공
9. 뉴질랜드의 국제학생을 위한 행동지침을 준수하며,
국제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과 안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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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학 순위 100위권 내, 뉴질랜드 링컨대학교
석사 $10,000 장학금 프로그램

뉴질랜드 최고의
승무원, 항공사, 관광 전문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수상 경력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 오클랜드에 2개의 캠퍼스 보유
•교내 자체 항공기 내 훈련센터 보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학위
•소수 정예 수업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업 환경
•자격증 과정부터 학위 과정까지 다양한 학업 과정 제공
•학업 중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1년간 경력 개발의 기회까지!

•1878년에 설립된 뉴질랜드의 농업 특성화 국립 종합대학교
•세계 대학순위 400위 권 안 (QS 랭킹 기준)
•농업 및 산림학 분야 - 세계 대학순위 100위권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 제공
•다양한 학위 과정 제공 (자격증, 디플로마, 학부, 대학원 과정)
•매년 200여 명의 국제학생이 어학과정 선택
•대학강의를 위한 학업준비 과정 및 전문 기술 영어과정이 인기 높음
- 성공적인 학위수여 및 현장 전문 용어 습득 효과 높음

[주요학과] 영어 / 농업 / 농경제 및 식품 마케팅 / 회계 및 재정
환경관리 / 정보기술 / 공급망관리(SCM) / 식품
생물보호 및 생물안전성 / 조경 건축 / 관광경영 / 포도재배(와인제조)

Why 링컨대학교?

1. 유럽 명문 생명과학 대학리그(ELLS) 회원
2. 실습과정 포함
3. 대학진학 연계과정
4. 소수 정예 수업 및 학생수 대비 최고 교수진
5. 캠퍼스 내 무료주차 및 무료 Wifi 제공
6.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7. 학생회 및 클럽활동 제공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뉴질랜드 명문 고등학교

Cambridge High School!

뛰어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뉴질랜드 명문 고등학교

맥클린스 칼리지

뉴질랜드 학력 시험 통과율 98% (뉴질랜드 평균 통과율 72%)

천혜의 땅, 뉴질랜드
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선물하자!
•풍부한 국제학생 교육경험
•국제학생만을 위한 특별 여행 (연 4회 이상)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깝고 안전한 홈스테이 가정
•국제학생만을 위한 영어수업 제공 (ESOL)

오클랜드

Macleans College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으며
세계적 문화 경험과 다채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웰링턴

[세계를 무대로!]
★ 영국 대학 진학을 위한 CIE
★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SAT
★ 뉴질랜드 국가 시험 NCEA

크라이스트처치

[국제학생 지원]
★ 학생이 적응 할 때까지 생활 모니터링
★ 8명의 상담 선생님 고민상담부터 진학상담까지
★ 홈스테이 매니저 홈스테이 생활 모니터링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 조정, 승마, 펜싱, 골프 등 32 종류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 수학올림피아드, 물리학 대회팀 등 10종류의 공부 동아리
★ 뮤지컬 제작, 무대 메이크업, 공연팀 등 7종류의 뮤지컬&드라마 동아리
★ 오케스트라, 밴드, 작곡 등 14종류의 음악 동아리
★ 헌혈, 기아체험, 카파히카 등 22종류의 문화활동 동아리
★ 일본어, 스페인어 등 17종류의 국제활동 동아리

www.camhigh.school.nz www.internationalstudents.school.nz

윈텍대학

탄탄한 교육과 졸업 후 6개월 이내 전공별 취업률 78%!
뉴질랜드 최고의 특성화 대학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Why Wintec?

● 졸업 후 6개월 이내 전공별 78% 취업률 뉴질랜드 대학들 중 최상위권
● 최대 6개월 인턴쉽 혜택
인턴쉽이 교과목으로 구성 → 학점이수 용이, 산업현장의 필요에 맞는 인재 양성
● 154여 개의 다양한 전공, 자격과정 제공 준학사, 학사, 준석사, 석사 학위
● 전 세계에서 선발된 우수한 교수진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구성
● 뉴질랜드 최고 수준의 시설 제공
24시간 도서관 컴퓨터실 운영, 학생 라디오 방송국, 미술관, 간호실습실, 공대 작업실,
과학 교육 실험실, 헤어 실습실 및 스파 실습실, 미대 작업실, 해밀턴 가든스 등
● 학생 서비스 센터 운영
1대1 개인 교습, 리포트 수정, 레퍼런스 체크 등 학생의 학습 지원부터
졸업 후의 진로까지 탄탄하게 관리
● 유학생을 위한 24시간 케어 서비스
● 세계적으로 유명한 Design Factory Global Network의 정회원으로 산학협력 주도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소 운영 지열발전 원천 기술 등 다양한 기술 보유
● 한국대학과의 밀접한 교류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경북대, 세명대, 가천대, 인제대, 경주대 등과
교환학생, 인턴쉽과 복수학위 등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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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립

www.macleans.school.nz

Canada
캐나다
■ 오타와Ottawa
캐나다의 수도, 아담하고 조용한 도시

■ 토론토Toronto
캐나다 최고의 상업 경제 도시, 전세계에서 청년기회(낮은 실업률, 교육프로그램, 정
부 지원 등)가 가장 많은 도시

■ 몬트리올Montreal
북미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도시전체가 유럽풍의 느낌이 강함.
주로 불어 사용

■ 벤쿠버Vancouver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서부 최대의 세련된 도시

■ 캘거리Calgary
캐나다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은 작은 도시

HJ Global Edu

[ 국가개요 ]

[ 교육 ]

US News가 지정한 교육하기 좋은 국가 2위 /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위 / 살기 좋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발달된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 국가 2위인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하지만 국토의 40%는 춥

✽기본적으로 초·중·고등 과정(12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고 고립된 북극 지방으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 국토가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용한다.

예) 각 주마다 6-3-3 (보편적), 7-5, 7-3-2 등의 12년제의 초·중·고 과정을 운

캐나다의 수도는 연방 정부가 있는 오타와이지만, 10 개의 주와 3 개의 자치주에도

영하고 있으나, 퀘벡 주는 6-5제로 11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각각 연방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지방 정부가 있다.

위해서는 11학년 과정 이수 후 CEGEP(일반 직업 전문교육)에서 2년 과정을

또, 캐나다는 각 주마다 독립적인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

이수해야 한다.

교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학 가기 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이 공립학교이며, 사립학교도 주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전문대의 과정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교과 내용, 수업 방식, 입시제도 등에

1. 면적 9,984,670 ㎢ (한반도의 46배, 남한면적의 101배)
2. 위치 미주대륙 북부
3. 수도 오타와 (Ottawa)
4. 인구 약 3,663만 명 (2017년 기준)

서 많은 차이가 있다.
✽중등교육(16세)까지 의무 교육 시행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한 관광 비자 취득 만으로 어학연
수가 가능하다.

5.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44,773 달러 (2017년 기준)
6. 언어 영어(약 60%, 미국과 영국식 영어의 특징이 잘 녹아있는 표준 발음),
프랑스어 (약 23%)
7. 종교 다원화 (로마 가톨릭, 기독교 약 75%)
8. 섬머타임 매년 3월 2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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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911

Canada 캐나다

[ 자연과 기후 ]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춘 국가로 편안한 생활이 가
능하다.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뚜
렷한 4계절을 가지지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여 각 지역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이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 최북단 지역의 만년설, 서부 해안지역의 온난한 기후

✽서부지방 태평양 연안에 인접해 있어, 여름에는 서늘하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
고 겨울에는 습한 기후를 띤다.

✽중부지방 로키 산맥에서 오대호 부근에 이르는 거대한 평야 지역의 대륙성 기후
로 겨울은 길고 춥지만, 여름은 짧고 온화하며 강수량이 적다. 이러한 기후 조건
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남부지방 Canada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온타리오와 퀘벡의
남부지역은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오며, 여름은 무덥고 강우량이 많은 편이다.

✽동부지방 대륙성 기후와 대서양 기류가 합쳐져서 기후가 불안정하다. 겨울에는
몹시 춥고 눈이 많이 오며, 봄과 여름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HJ Global Edu

[ 정규유학 ]

(2) 종합대학 (University) - 4년제 대학 (4-Year College)
캐나다 전 지역에 약 90여 개의 종합 대학이 있고, 대부분이 주립대학이다. 대학 간

교육제도는 미국과 비슷하며, 학점 및 학교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도심에 위치한 큰 대학이 아니더라도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만, 각 주의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체

비슷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주정부가 지역 문화와 역사에

제, 취학 연령, 학기, 교육과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학 전 잘 확인 해보아야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Canada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다.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약 8%만이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다.

✽학위 과정 4년(최소 3년), 석사 과정 : 최소 1년, 박사 과정 : 최소 2년
✽학사 일정 9월-12월, 1월-5월 2학기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대학교는 여름학기
(5월- 8월)를 운영한다.

(3) 대학원 (Graduate Program)
대학원의 숫자 및 종류도 적고 (약 15개) 규모도 작지만,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으며
미국의 우수한 대학원 수준에 못지않다. 특히, Canada의 지리적인 조건을 살릴 수

1. 대학교

있는 해양학, 농학, 공학, 수산, 환경, 북아메리카 연구, Canada 연구 등의 자연과

학부 및 대학원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연구

학 분야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원간의 격차도 적은 편

결과들은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이다. 온타리오 주에 대학원이 많고 퀘벡 주에는 프랑스계의 우수한 대학원이 있다.

하여 기업들은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었다.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대규모 대학, 경영이나

- 입학 요구 사항 학교, 학과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학부 성적,
추천서, 공인 영어 점수가 요구된다.

공학 또는 미술/디자인 등의 특별한 분야에만 전문성을 추구하는 소규모 대학교, 일
반교양 대학들이 있다.

- 졸업 석사과정 : 전공 과목 학점 이수 후 논문 제출
박사과정 : 박사 학위 논문제출, 논문에 대한 시험 등

✽캐나다 대학의 특징
- 4년제 대학이 많지 않고, 사립대학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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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가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대학 간의 학력 격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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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는 많지 않지만, 수준은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2. 학기 및 입학
- 2학기제 (일반적) 9월 중순 ~ 다음 해 4월 or 5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짧은 방학
을 가진다.

- 프랑스계 대학도 있으며, 2개 언어 교육(영어, 불어)을 행하는 학교도 있다.
- 남부(미국 국경 근처)에 대학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 남·여 공학이 많고, 여자대학은 적다.

- 3학기제 (일부 대학) 2학기 제에 봄 학기(5월초~8월초)가 추가된다. 입학자격
조건, 수업료, 입학 조건, 교육제도 등은 각 주별로, 대학별로 다양하다.
대학 입학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 공인 영어 성적 (TOEFL) 요구한다.

(1) 단과대학 (Community College)
- 2년제 대학 (2-Year College) 캐나다 전 지역에 200여 개의 단과대학이 있다.
- 역할 1. ESL (영어연수) 2. 직업교육
3.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교육 4. 일반 교양교육

✽College 550점 (iBT-80) 이상 / 학사학위과정 : 580점 (iBT- 92) 이상
대학원 과정 : 600점 (iBT-100) 이상
대학원 입학 시,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보통 GRE를 요구하지 않으나, MBA 과
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MAT 점수가 필요하다.

✽4년제 대학 편입 (University Transfer Program)
준 학사학위 (60학점 이수, 평균학점이 C 이상) 취득과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처음

[ 영어연수 ]

부터 어려운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2년제 대학에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적응과정도 거친 후에 4년제로 편입해 가는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대부분의 교육 시설들이 Toronto와 Vancouver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유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편입이 신입생 입학보다 덜 까다롭기도 하다.

명한 학교들은 6~8개월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분 학생 수가 100~200명,

Ontario주의 경우, 단과 대학을 통해 편입을 하게 되면 13학년 과정인 OAC과정

1 Class당 학생수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이다.

(Ontario Academic Course)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1. 입학
- 입학 조건 1. 고등학교 졸업
2. TOEFL 요구 점수 충족 or 조건부 입학 (어학연수 과정 수료 필요)

- 대학 부설 기관 : 주로 1, 4, 9월 (8-10주 과정), 7/8월 (여름 방학 단기 과정) 개강
- 사설 연수 기관 : 4주 또는 1주 단위로 개강

- 전공

2. 비용

350여 개의 전공 분야 중 인기 전공 분야는 대체로 비즈니스, 교육, 컴퓨터 등 (비

대학교 부설과 사설 어학원의 학비 차이는 크지 않다.

즈니스 분야의 비서과정, 의료비서, 법률비서 프로그램 등은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

- 학비 (1개월) : CAD $900~ 1,500

운 과정이다.)

- 생활비 (1개월) : CAD $900~1,500

[ 현지생활 ]
1. 교통
넓은 국토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살기 때문에 대중 교통수단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2. 생활

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들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다.
(1) 기숙사
(1) 기차

캠퍼스 내의 기숙사는 통학을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주 수단

국토가 방대한 만큼 장시간을 여행할 경우에는 육상 교통수단으로 기차를 이용하게

이다.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해야 하며, 연수 학

된다. 장시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쾌적하고 빠른 육상 교통수단이다. 노선은 잘 정

생에게는 잘 제공되지 않는다. 주방, 식당을 공유하게 되고, 세탁/건조 시설, 매점,

비되어 있는 편이며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이지만 가끔씩 연착이 되

오락기구, 스포츠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며 현지의 많은 학생들을 접하면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어 유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지하철
(2) 아파트

부분의 대도시 지하철역에는 트랜스퍼(환승) 기계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버스로

3~4개의 방을 학생들이 각자 사용하면서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

쉽게 갈아탈 수 있다. 개찰구에 트랜스퍼 기계가 바로 있어 버튼만 누르면 티켓이 나

는 형태이다. 방 1개 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서 2~3명이 함께 생활하면 경제적이고,

온다.

월세는 1개월 당 CAD $850~1,500 정도이다.

(3) 버스

(3) 홈스테이 (하숙)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운행 횟수도 많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지인 가정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모든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고 비용

시원하게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을 이용하게 되고 비행기나 기차에 비해 경제적으로

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개 월 CAD $800~ 1,200 정도이다. 현지인 가

이용할 수 있다.

정에서 항상 책임성 있게 행동하고 책임지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택시

✽주의사항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예약을 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택시를 예약하여 부

전기 110V, 주파수 60Hz. 콘센트는 한국과 같은 형태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를 경우 택시비에 예약비용(1달러 정도)이 추가된다.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휴대용 변압기를 가져가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택시 승차 시 따로 팁을 주지 않지만 Canada에서는 요금의 10~15%
정도 팁을 줘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내릴 때 요금과 함께 지불하는 것이 일반

3. 유학생의 의료보험

적이다.

주마다 각각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는 Canada는 국제학생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 역시 각기 다르다.
3개 주 :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앨버타(Alberta), 사스카츄안
(Saskatchewan)에서는 국제학생이 주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
고, 이외의 주들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유학생 보험 등의 의료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무비자 또는 단기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 학생 VISA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보험비가 저렴하
고, Canada 전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치과나 성형외과에서는 혜택
을 받을 수 없다.
✽Canada 의사
일반의 : 일반적인 진료 담당
전문의 : 특수한 진료를 담당하며 진료비가 일반의에 비해 비쌈
해외 여행자/유학생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관 하여야 한다. 약값은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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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쾌적하다. 요금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토큰을 넣고 밀고 들어가면 된다. 대

4. 운전면허증

(2) 신용 카드

가장 일반적인 면허는 5급 면허이고, 만 16세부터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통용되는 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비자, 마스터, 유로 카드이다.

과정 : 필기시험 -> 18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 발급 -> 주행시험 (도로교통국 사

신용카드로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금 서비스는 물론 호텔비, 물건 값 등을

무실 근처의 도로를 약 30분 동안 주행)

지불 할 수 있으나, 각 카드사별로 해외에서의 사용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를 잘 확인한 뒤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통화 및 은행이용
화폐의 기본단위는 달러(CAD $), 동전은 센트. 관광지의 몇몇 상점들에서는 미

(3) 은행 이용

국 달러가 통용되기도 한다. 대도시에서는 은행과 현금자동인출기를 쉽게 이용할

캐나다 국내은행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 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은행들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보다는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은 전국 각지에 영업 점을 개설하고 있다.

ATM(현금자동 출납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많은 Canadians들은 은행에서 본인 구좌에 대해 발급해 주는 개인 수표를 사용

✽운영시간

하기도 한다.

월요일-목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금요일 :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까지 영업

(1) Check (수표)
대부분의 상거래는 수표나 카드를 이용한다. 수표는 여행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

은행구좌 개설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
리하고, 안전하며 은행 이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은행마다 각각 다르다.

며 분실 및 도난 시 대체로 추적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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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awkcollege.ca
Address 135 Fennell Avenue West, Hamilton, ON, Canada L9C 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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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동차, 항공정비 기술이민
캐나다에서의 명문대학 편입을 보다 쉽고 빠르게!
•대학 편입학 전문대학
•자동차 정비, 항공정비를 통한 편입 및 기술이민
•협력 공립대학 편입학 보장, 컨디셔널 입학허가서
•살기좋은 도시 밴쿠버에 위치
•호텔경영 인턴쉽

모학칼리지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 토론토, 해밀턴 지역(GTHA) 6년 연속 학생만족도 1위
■ GTHA 4년 연속 졸업생 만족도 및 취업률 1위
■ 1,000여개 이상의 산업체와 산학 연계
■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명문 대학 편입 연계
■ 낮은 한국인 비율
■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어학연수 ELS 과정
- 8개 레벨 / 7주 단위 수업
- 레벨 8 이수자 학위 과정 조건부 입학
- 상위 레벨에서 본과 학업 병행 및 학점 이수
- 홀수 달마다 과정 개설

✽우수 전공 분야
- 뮤직 / 미디어 / 디자인 등 예술 분야
- 항공정비 분야
- 토목 / 건축 등 엔지니어링 분야
- IT

✽4년제 대학 편입 보장
- 맥마스터 대학
- 토론토 대학
- 워털루 대학
- 버클리 음대

Australia
호주
■ 시드니
호주 최대 상공업 도시이며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치안상태
가 잘 발달되어 있다. 호주 전체 인구의 1/4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 하고 있다.

■ 멜버른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상업, 각종 산업, 문화적인 활동의 중심지이다. 연방 정
부와 의회, 관공서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 골드코스트
서퍼(surfer)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해변 관광휴양도시이다.

■ 브리즈번
낙농품의 집산 중심지이자 농축산물의 선적항이다. 양모, 피혁, 광산물의 수출이 많고,
조선업, 화학 공업 등이 발달하여 있다. 최근 호주의 경제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 퍼스
국제 항만 및 항공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의 전진기지로 현재 브리즈번과 함께 호주
의 경제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한국인들이 적게 분포하고 있
어 최근 어학연수지와 이주 지역으로 관심 받고 있다.

HJ Global Edu

[ 국가개요 ]

[ 교육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이라 하는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 / 정규대학 4단계

밀도는 아주 낮다.

- 우리 나라와 비슷한 학제 운영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

- 교육과정은 각 주정부가 관장함에 따라 주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대

와 같은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연방 국가로 연방 정부에서는 국가 행정

체로 우리 나라 교육 과정과 비슷 [Primary School 6년, Secondary (중·고등

전반에 걸친 업무 처리를 하며, 주정부의 경우 교육, 교통, 사법, 보건, 농업, 광업

과정) 6년, 대학 2~6년]

에 관계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 진학 패턴

중등 교육(9년)까지 의무교육이며 이후 고등학교 3년, 대학 3-4년으로 구성되어 있

1. 중등과정 (10학년) 수료 후, 기술전문대 (TAFE) 진학 또는 취직

다.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므로 학교간의 수준 차이가

2. 고등과정 (12학년) 수료 후, 기술전문대 (TAFE) 진학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크게 나지 않는다.

- 약 40여 개의 대학(College/University)과 약 230여 개의 기술교육기관
(TAFE)이 있음

1. 정식국명 Commonwealth of Australia
2. 면적 768만 ㎢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3. 위치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4. 수도 캔버라 (Canberra)
5. 인구 약 2,476만 명 (2017년 기준)
6.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56,135 달러 (2017년 기준)
7. 언어 영어
8. 종교 기독교 67%, 무교 26%, 기타 7%
54

9. 섬머타임 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Australia 호주

10.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000

[ 영어연수 ]
- 호주의 영어 집중 교육 과정(ELICOS)은 호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
하며 인가를 받은 뒤에도 정부의 정기적인 관리/심사를 받고 있어 교육의 질을 항
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영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1) 대학부설 ELICOS

[ 자연과 기후 ]
전체 대륙 중 3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서부/중부 모래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막과 자갈평원
✽동부 평평한 고원과 좁은 협곡을 끼고 있는 평원지대
✽계절 우리나라와 사계절이 반대이다.
9월~11월 (봄), 12월~2월 (여름), 3월~5월 (가을), 6월~8월 (겨울)

✽다양한 기후 대륙이 광대한 만큼 다양한 기후를 보이고 있지만, 따뜻한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산도 없기 때문에 여타 대륙들과 비교하면 기후
차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기온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며 대체로 청명하고 강우량이 적다.
여름철에는 30도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높
지 않아 불쾌지수가 높지 않고, 겨울은 평균 15도 정도로 한국의 늦가을 정
도의 날씨이므로 두꺼운 스웨터와 코트 차림이 적당하다.

- 대학교의 모든 시설 (도서관, 체육관, 학생회관, 컴퓨터실, 어학 실습실 등) 사용
가능
-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
- 사설 ELICOS에 비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덜하거나 Program이 다양하지 못
한 경우가 있음
- 최초 반 편성을 통한 수준별 수업 진행
- 초급 (일상회화 등 기초영어) -> 중급 (Reading, Writing, College skill 등)
-> 상급 (Seminar 등 보다 높은 영어실력을 목표)
- 학비 : 사설어학원에 비해 10%정도 높은 학비
- 영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으므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
(2) 사설 ELICOS
- 대부분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문화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음
- 평균 학급 규모는 10명 이내로 선생님의 보다 맞춤화된 지도가 가능
- 4~6단계의 수준별 반 편성에 따른 수업 진행
- 초급반 (발음, 회화, 어휘 등 기초훈련에 집중) -> 중·상급반 (종합적 영어 학습 진행)
-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닌 회화능력 향상이 목표이거나 단기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들에게 추천한다.

1. 입학 / 방학
(1) 대학부설
- 보통 10주 과정 단위로 1년 4-5회 개강
- 대학 기관마다 입학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입학 시기를 확인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입학일로부터 최소 2주 전 학교 등록 필요
- 방학 :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2주~4주, 3개월 마다 1~3주가 주어짐
(2) 사설 ELICOS
- 매주/매달 개강
- 등록은 입학일로부터 최소 2주 전 등록 필요
- 방학 : 연수 기간 중 약 10일, 크리스마스를 전후 하여 2주~4주가 주어짐

2. 비용
1개월을 기준으로 주당 20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유학비용으로 학비는
대략 AUD 1,200~1,600, 생활비는 AUD 1,000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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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영국
■ 잉글랜드 (England) 수도 : 런던 (London)
영국 총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여 영국에서 교통, 통신망
등이 가장 발달하였고 관공서와 주요대학 등이 밀집해 있는 영국의 핵심지역이다.

■ 웨일즈 (Wales) 수도 : 카디프 (Cardiff)
대체로 산지가 발달하였으며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북웨일즈의 스노우도니아 지역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속하고, 중남부 지역
은 작은 규모에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다. 남부해안에는 웨일즈 탄전이 발달
하여 중화학 공업 지대를 이루고 있다.

■ 스코틀랜드 (Scotland) 수도 : 에든버러 (Edinburgh)
농업이 성하고 특히 어업이 활발하여 영국 전체 어획고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코틀랜
드의 북부 및 북서부의 산악 고지대가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인구의 75%와 대
부분의 산업 도시들은 남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
잉글랜드와는 별도의 자치법 아래 독자적인 사법, 보건,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수도 : 벨파스트 (Belfast)
깊은 매력을 지닌 수많은 마을과 산림 공원 그리고 잘 가꾸어진 유원지 등이 있다.
영국 본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 발달이 늦은 지역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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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요 ]

[ 교육 ]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본고장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 비틀즈, 신사

1. 미국에 비해 보수적인 교육

의 나라 등 여러 가지로 잘 알려진 역사와 전통의 국가이다.

- 미국식 교육은 교양과목을 중시하여 깊지는 않지만 다양한 과목을 두루 섭렵하게

일반적으로 United Kingdom(UK)이나 Britain으로 불린다. 이것은 England,

하는데 비하여, 영국식 교육에서는 과목 수는 적으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등 네 지역을 합친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도 깊은 교육을 추구한다.

영국의 수도 라고 알고 있는 런던은 실질적으로는 England의 수도라고 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연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Scotland의 수도는 Edinburgh, Wales

2. 오랜 학문적 전통의 교육제도

의 수도는 Cardiff, Northern Ireland의 수도는 Belfast라고 생각하고 있다.

- 영국대학의 오랜 학문적 전통과 탁월한 연구업적을 자랑한다.

영국은 전통적, 문화적으로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기 고

- 영국의 학위, 자격증은 그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여러 나라에서 이주한 다민족들과 함께 영국사회의 다
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명성을 지켜왔다.

3. 효과적인 현장학습
-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의 유학은 오래 전부터 유학생들을 위해 연구되어 온 교

1. 정식국명 The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과과정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교수법 등을 접할 수 있어 효과적인 현장 학습

2. 면적 243,610 ㎢ (한반도 면적의 1.1배)

의 장점을 갖고 있다.

3. 위치 서부 유럽 , 프랑스의 북서쪽
4. 수도 런던 (London)

4. 다양한 경험

5. 인구 약 6,603만 명 (2017년 기준)

- 풍부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인 유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6.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38,846 달러 (2017년 기준)

-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유럽대륙의 다른 나라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다.

7. 언어 영어
8. 종교 기독교 71.8%, 이슬람교 2.8%

5. 변화된 유학생들에 대한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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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 90년대 초에 이루어진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대학들의 발전적인 변화로 권위주의

United Kingdom 영국

10.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999

적이고 보수적이던 대학교육 관행이 많이 퇴색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 이루어진 덕분에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도 많은 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 영국
의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도 유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 자연과 기후 ]
- 영국은 높은 산이 없으며,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스코틀랜드의 1,343m의 벤
너비스 산이다.
- 각 지역에 따라 다르며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는 온화한 편
이다.
- 평균적으로 3월~6월이 가장 건조한 시기이며 9월~1월은 가장 습한 시기이다.
- 봄 : 3~5월이며 기온은 5~22℃이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다가도 세찬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날씨 변화가 심하다.
- 여름 : 여름의 기온은 32℃ 이하를 유지하며,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
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시기이다.
- 가을 : 일 년 중 가장 좋은 날씨로 9월은 여름 날씨와도 같으며 이른 아침과 저녁
에는 다소 찬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겨울 : 잦은 비바람과 지역에 따라서는 안개도 자주 낀다.
평균 기온이 2~10℃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혹독한 추위는 없으며, 상쾌하
고 청명한 날을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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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유학 ]
Why UK?

1. 대학교육
(1) 각 대학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제공하는 과정은 대학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광범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대륙으로의 관문이며 왕래도 쉽고 빠르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럽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유럽의 대학에서 얼마
간 공부할 수 있기도 하다.

(2) 대학 측은 학생들의 독자적인 사고 능력과 자율적인 학습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
법을 채택하며 학부과정 마지막 해(3학년)에는 졸업사정 결정에 결정적인 연구
프로젝트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 예비 과정과 어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융통성 있는 입학 심사 제도로 영국의

(3) 영국의 각 대학들은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대학마다 독립적이고 독특한 커리큘럼

학교로 진학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시설과 제도의 혜택도 받을

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외부 시험관에 의해 시험이 치러지므로 대

수 있다.

학 간의 학위 수준이 평준화 된다.

✽안전한 나라로 범죄율이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낮다.
✽외국 유학생들의 영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담당 사무실은 물론 건강과 숙

■ 전문대학 (College of Further Education)

소 문제 등을 돕는 대학들의 후원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여러 장점이 있는 환경의 영국에서 유학을 경험해 보는 것은 세계화, 국제
화를 향한 현시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 현재 약 700여 개의 전문대학(College of Further Education)들이 운영되고
있고, Certificate나 Diploma를 수여한다.
- 영국의 전문대학에서는 다양한 직업공부를 할 수 있으며, 입학 자격 조건이 까다
롭지 않다.
- 성인 학생들(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국가시험인 GCSE, GCE A-Level시험 준
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GCSE 또는 GCE A-Level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
문대학이나 정규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 또는 Ac-

58

cess Program), 그리고 각종 전문 직업 교육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United Kingdom 영국

- 전문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이 한 과정을 마친 뒤, 보다 고급 단계의 과정으로 진학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대 과정뿐 아니라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참고로 전문대학과 정규대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에서는 전문대 과정뿐 아니라 학사 학위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을
“단과대학(Colleges of Higher Education)”이라고 한다.
- 학비는 학교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립 전문대학보
다는 국립 전문대학의 학비가 저렴한 편이다.
- 전문대학들은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 학생들을 위해 담당 직원이
있어 학생들이 적합한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종합대학 (University)
- 100여 개의 종합대학교가 있으며, 미국에 비하면 영국의 대학은 규모가 작은 편
이다.
- 정규대학교들에게는 학문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학생의 입학문제, 교육
분야 및 교육방법 학위수여, 보직 교수의 임명 등 실질적인 대학 운영은 정부의 간
섭 없이 각 대학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 학위는 각 대학에서 직접 수여하며 1개의 대학(The University of Buckingham)
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국립 대학교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정규대학교들의 학문 수준은 대단히 높
고 학생들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다.
- 학생과 교수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9
정도이다.

■ 대학원 (Graduate Program)
- 대학원들이 제공하는 학위과정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설되지 않은 과정들도
많다.

[ 영어연수 ]
- 영어의 본 고장이니만큼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영
어연수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 학교의 수도 많고 영어 교육법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유학 중에는 영국의 문화와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영어, 법률 영어, 의학 영어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 대학원 과정은 석사과정(Masters Degrees)과 박사과정(Doctoral Degrees,

골프나 다른 레저와 영어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코스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

Doctorates)으로 나눌 수 있다.
- 석사과정(Masters Degrees)은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중간에 속해 있는 과정
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학위(First Degree)를 소지해
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관련된 직장 경력도 입학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 일부 대학에서는 English+라고 하여 한 전공을 선택하여 주당 수업 시간 중
1/2은 영어 연수를 1/2은 영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과정도 마련하고 있다.
- 영어 학교는 크게 대학부설 연수기관, College부설 연수기관, 사설 영어 연수기
관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선호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 석사과정에 진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1년 기간의 대학원 수준의
Diploma 과정을 거친 후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1) 대학부설 영어 연수기관

- 박사과정(Doctoral Degrees, Doctorates)은 영국 대다수의 고등교육기관에
서 개설하고 있다.
- 박사학위는 석사학위보다는 우위에 있는 학위이지만 그렇다고 박사과정을 하기

- 대부분의 대학에는 자기 학교에 입학할 외국 학생을 위한 진학 영어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위한 일반 영어프로그램이 있다.

위해서 반드시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학부과정 성적이 매우 우수

- 대학부설 연수기관의 대부분은 중급이상의 영어실력을 갖춘 사람이나 영국에서

(최우수 2등급 이상, 보통 상위 10~15%) 하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하면 박사과

학위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Academic한 코스가 많다.

정에 진학 할 수 있다.

- 대학부설 연수기관에서 공부하게 되면 영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교내의 여러

일반적으로 먼저 박사과정의 준비과정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 석사 과정(Mphil)

시설을 이용하거나 클럽활동 등을 통해 영국의 대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에 등록하고 1년 혹은 2년 동안 학생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 받게 된다.

점이 있다.

연구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나면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정식 박사
- 대학원으로 유학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지명도, 학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이 없으면 입학이 불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학교별로 모집요
강을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업 시설, 학문적 지위, 장래의 진로와의 연관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하는 학교의 대학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2) 사설 어학원

경제적 여건 등과 종합적인 고려를 해 본 뒤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
직하다.

- 가장 방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며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 학기 및 입학

- 규모 면에서도 아주 작은 가족형 학교부터 국제적인 체인망을 형성하고 있는 초대형
학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 학사학위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리며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4년이 걸린다.

- 영어교육 전문인만큼 다양한 영어코스(일반 영어 과정, 단기 집중 과정, 시험 준

- 학기는 3학기제로 1학기는 9월 말 또는 10월 초~12월 중순이고, 2학기는 1월

비 과정, 비즈니스 영어 과정, 방학 영어연수 과정 등)가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초~3월 말, 3학기는 4월 중순~6월 말 또는 7월 초이다.
- 석사학위의 수업 석사 과정(MA나 MSC)을 마치는 데는 보통 1년, 연구 석사 과
정을 마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박사학위 취득에는 3년이 걸린다.
-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토플 시험에서 550점 이상 또는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시험에서 6.0~6.5 이상의 성적을 거
두었거나, 또는 캠브리지 영어시험(CAE 또는 CPE)에서 합격을 해야 한다.

여러 레벨로 개설되어 있다.
- 사설 어학원들은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에 자격심사를 의뢰하며 학교시
설, 복지제도, 교사의 질, 학교의 행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열을 받은
뒤 이에 통과하면 ‘영국 문화원 공식인정 학교’로 지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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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전환된다.

- 수업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연중 영어 연수 코스가 개설되지 않거나

[ 현지생활 ]
1. 교통
자동차 도로, 철도 등의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전차와 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전차는 국영 Inter City가 국토에 노선망을 뻗치고 있어 손쉽
게 이용 가능하다.
도시교통은 매우 혼잡한 편이며 교통 난 해소를 위해 일찍부터 “튜브”라고 불리는 공
영 지하철을 런던 등 대도시에 건설하였으며, 1994년 5월에는 유로터널(영국 해협
터널)이 개통되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1) 버스 대중 교통수단은 구간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런던 시내는 버스 노선이
잘 되어있다. 단, 노선이 너무 많아서 익숙해질 때 까지가 힘들다. 런던 명물인
2층 버스는 관광객 이용이 많으므로 통학에는 알맞지 않다.
(2) 전차 Inter City는 1등(그린 차)과 2등(보통 차)으로 구분되며, 2등은 1등의 3
분의 2정도의 요금이 든다. 단, 전철은 자동 도어가 아니고 내리는 사람이 스스
로 문을 열고 내리게 되어 있다.
(3) 지하철 지하철 역시도 영국 명물 중의 하나이다. 런던을 비롯하여 글라스고우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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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풀과 같은 도시에 지하철이 있어서 대단히 편리하다. 요금은 편도로 최저 70펜
스이며 한국보다 비싸다. 그러나 하루 종일 타고 내리고 하는 1DAY 패스가 2,
30GBP로 싸다. 또한 정기권도 많이 할인되므로 유학생은 이것을 이용하면 좋다.
(4) 택시 택시와 미니캡은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 한, 두 번은 이용하게 된다.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지붕에 <Taxi>라고 간판이 있으며 한국과는 반대로 왼쪽 문으
로 승하차를 한다. 짐을 가져다 주거나 여러가지로 도와주는 등 서비스가 좋으
면 팁을 10%정도 주는 것이 보통이다.

1. 입학시기

2. 숙소

- 대학부설은 대게 9월, 1월, 4월에 코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한 학기가 약

출국 전 숙소 마련과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10~12주간 진행된다.
- College부설 영어학교의 경우는 보통 학기가 9월, 1월, 4월경에 시작하여 약 3
개월 정도 되는데 어느 학기에 시작하여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Class를 배정 받

(1) 학생 기숙사 학교가 소유, 운영하며 교내에 위치해 있다. 작은 칼리지보다 규모
가 큰 대학에 더 많으며 방학 기간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을 수 있다.
- 사설 어학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하는 시기에 입학이 가능하다.

- Halls of Residence : 공부방 겸 침실에서 거주하며 1인 1실 또는 2인 1실을
사용하기도 하며 보통 아침과 저녁이 공동 식당에서 제공된다.

2. 비용
유학비용은 지역이나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의해 금액에 차이가 나지만 환율 및

- Self-Catering Halls : 이곳은 Halls of Residence와 비슷하지만 학생들이

물가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다.

식사를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전기나 가스 사용료는 추가 납부하

- College부설의 경우는 주당 25시간 수업에 드는 한 달 비용이 약 45~150만원

기도 한다.

이다.
- 대학교 부설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비싼 편
- 사설어학원의 경우는 매우 저렴한 곳에서부터 비싼 곳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2) 호텔 식사를 제공하며 취사 도구를 갖춰 놓고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
게 하는 곳도 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약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 숙박비
는 평균 50파운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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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스테이 방을 빌려 생활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 구하기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다. 영국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양식을 배울 수가 있다.

(3) 은행 이용
- 대중적이고 규모가 큰 은행은 런던에서는 Nat West(National Westminster),
Lloyds TSB, Barclays, HSBC이며 그 외에 Bank of Scotland 등이다.

(4) 임대 주택 가구가 딸린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빌려서 생활한다. 저렴하지만 구
하기가 쉽지 않다.

- 영국에 도착하여 학교에 등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입학 허가서만 있으면 아무 은행이나 신청 가능하다.
- 가져간 돈은 가까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넣어 두고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것

✽영국 전 지역의 표준 전압은 230V/240V AC, 50Hz이다.
볼트수가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나 어댑터가 필요하다.

이 편리하다. 이때 각 은행마다 하루에 인출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으니 확인
해 보고 거액이 필요할 경우 미리 찾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중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반 부터 오후 4시반 까지이나 많은

3. 유학생 의료보험

은행에서 연장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은행 가운데 일부는 토요일 오전에도

- 영국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할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할 학생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

업무를 한다.

이든지 상관없이 국가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하의 무료 진료를 받
을 자격이 부여되므로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의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는 여행사나 백화점, 호텔의 카운터, 런던 여행 센터 등의
환전 사무소나 또는 독립 환전 업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

- 대학의 경우 학교내에 Health Centre가 있으면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생들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똑같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로의 유학과 비교 시 영국 유학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등록하는 방법은 병원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며칠 안으로 의료 카드를
받게 된다. 의료 카드에는 신청자의 NHS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실해서는
안 되며 치과나 안과는 무료 처방이 되지 않으며 돈을 지불해야 한다.
-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 연수생인 경우 본국에서 미리 적당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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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United Kingdom 영국

4. 국제 운전 면허증
도착 후 1년간은 국제 운전 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운전이 가
능하나 그 후에는 영국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5. 통화 및 은행 이용
- 통화 단위는 파운드(Pound : £)와 펜스(Pence : P)의 2종류이며 1파운드는
100펜스이다.
- 지폐의 종류는 1, 5, 10, 20, 50파운드의 5종류가 사용되고 있고 동전에는 1,
2, 5, 10, 20, 50펜스 외에 1파운드짜리 동전이 있다.
(1) Check (수표) 입국할 때는 가급적 현금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돈
은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cks)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행자 수
표는 은행에 입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즉시 쓸 돈은 현금
으로 입금하거나 수표인 경우 예금 일시를 고려해야 한다.
(2) 신용 카드 신용 카드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신용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소에 따라 자신들 고유의 신용 카드만 받
는 곳도 있다. 카드 사용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을 제시
하면 된다.

Ireland
아일랜드

■ 더블린 (Dublin)
- 라이브 뮤직, 극장, 식당 등 풍부한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 흑맥주 기네스의 본 고장으로, 바다 표범, 돌고래를 볼 수 있으며
많은 역사적 유물과 박물관이 있다.

■ 콜크 시티 (Cork City)
- Dublin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관광지로 물가가 저렴하며 주민들이 친절하다.
- 국립공원과 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19세기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 골웨이 (Galway)
- 더블린, 콜크 시티에 이어 아일랜드의 세 번째 도시이다.
-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도 꼽힌다.
- 따뜻한 기후와 많은 축제와 행사가 열려 문화의 도시로도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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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요 ]

(3) Post-Primary School - Secondary Education (중고등 교육)
- 중·고등학교를 한데 묶어 12세부터 5-6년 과정이며 Junior Cycle 3년, Senior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며 주요 산업은 낙농업이었으나, 수년 전부터 경제 부흥 운

Cycle 2년, Transit Year 1년 (학년 전환제, 선택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이 시작되어 IT 산업 분야에서는 ‘유럽의 실리콘 벨리’라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4

- 8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기숙사(Boarding school) 학교는 약 80여 개가 있다.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 일반 중등학교, 종합 학교(Comprehensible School), 지역 학교(Community

소프트웨어 개발, 첨단 제약과 제조업, 국제 서비스 비즈니스 부분에서도 두드러진

School)로 구분하며, 일반 학교와 병행하는 직업 학교 및 지역 기술 학교가 있다.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토는 한반도의 1/3 정도 크기이다. 통용 화폐로는 유
로(Euro)가 사용되고 있으며 1973년부터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되었다.
1. 면적 70,282 ㎢ (한반도 면적의 1/3 크기)
2. 위치 영국 서부
3. 수도 더블린 (Dublin)
4. 인구 약 501만 명 (2017년 기준)
5.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68,604 달러 (2017년 기준)
6. 언어 영어, 게일어
7. 종교 가톨릭 88%, 개신교 3%
8.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9.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999 또는 112

(4) Third-Level Education (대학 교육)
- University, 교육대학, 기술 대학으로 나뉘며 대부분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고 있다.
- 9개의 국립 대학교 및 16개의 기술 대학들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Trinity
College는 4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 3학기제 이며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

Why Ireland?
✽한국 학생이 적으며, 유학생은 대부분이 (70%) 유럽 학생들이다.
✽학생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쉽다.
✽영국에 비교하여 생활비, 학비가 저렴하다.
✽풀타임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주 20시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교육 ]

■ VISA (학생, 관광, 위킹홀리데이)
- 관광객은 3개월 내 방문 시 VISA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고 있다. 높은 교육 수준으로 유럽 및 세계 각지에서 수준 높은 영어 연수 지역으로

- 연수, 유학생은 한국에서 VISA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도 쉽다. 하지만 관

인정받아 매년 15만 명의 어학 연수생들이 찾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
다. 개방적이고 친절한 국민성으로 유학생들이 현지 생활 적응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광으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 어학원 25주 이상 등록 시 8주를 더 머물 수 있고, 이때 주 40시간 동안 구직 활
동이 가능하다.

(1) Pre-School (초등 예비 과정)
-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3년 2개월~4년 7개월의 학생이 입학 가능하며 교육
기간은 1년이다. 4,500여개의 초등 예비 학교가 있다.
(2) Primary School (초등과정)
- 입학은 만 5세 이며 8년간 초등교육을 받는다.
- 5-6세는 유아 교육, 7세부터 1학년으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 국공립, 사립, 특수 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국에 3,300 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 3학기제이며,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한다.

■ 학생 신분으로 입국 시 구비 서류
1. 여권 (등록기간 유효한 여권)
2. 입학 허가서
3. 거주지 주소
4. 영문 은행 잔고 증명
5. 유학생 건강 보험 증서
6.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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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60%가 대학 진학을 하

Malta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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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요 ]
1964년 영연방국가, 2004년 EU회원국으로 등록된 유럽인들의 최고 휴양지로 불
리는 작은 섬나라이다.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몰타어라는 공식 언어
가 있음에도 인구의 88%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영어가 공용화 되어 있다.
안전한 환경, 저렴한 어학연수비용, 그리고 수준 높은 어학 과정과 함께 인근 유럽
국가로의 여행을 즐겨보자!
1. 면적 316 ㎢ (제주도의 약1/6)
2. 위치 유럽 남부 지중해상
3. 수도 발레타 (Valletta)
4. 인구 약 45,975 천 명(2017 기준)
5.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27,567 달러 (2017년 기준)
6. 언어 몰타어, 영어
7. 종교 로마 가톨릭교 96%, 이슬람교
8.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9.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191 (경찰), 112 (긴급구조), 196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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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기후 ]
지중해의 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몰타 내 오직 세 곳의 섬
에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 섬들은 무인도이다.
연간 강수량 자체가 많지 않고,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호수라고 부를 만한
곳들이 없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고온 건조, 겨울은 온난 습윤하다.

[ Why Malta? ]
1.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2. 수준 높은 교육 제공
3. 안전한 생활 환경
4. 인근 유럽 국가로 여행 용이
5.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한국인 수

Germany
독일

■ 베를린
독일의 수도이자 정치의 수도로 불리는 베를린은 넓은 공원과 호수를 보유하고 공기가
아주 맑다. 최근 환경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 덕분에 많은 유학생들이
베를린으로 모이고 있다.

■ 뮌헨
독일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이자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다. 제조업
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회의가 자주 개최된다. 세계적인 맥주축제
옥토버 페스트(독일어: Oktoberfest) 개최 도시로도 유명하다.

■ 프랑크푸르트
유럽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이며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의 경제적 수도로 유럽 연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매년 10월
세계 최대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열린다.
✽생활비 프랑크푸르트 > 뮌헨 >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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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개요 ]

[ 교육 ]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은 예술, 건축, 철학의 나라로 깊은 역사와 우수한 인재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인성교육, 직업교육, 정치교육을 받으며 성숙한 민주시민

를 배출해 온 국가이다. ‘대학무료학비’라는 타이틀로 독일 외 EU국가에서 많은 학

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각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구애받지 않

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만
6세부터 15세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초·중등학교는 전일제 수업으로

1. 정식명칭 Bundesrepublik Deutschland
영어명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 면적 357,022 ㎢ (한반도의 1.6배)

진행되며 중학교부터는 학생들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진학하는 학교의 성격이 달라
진다. 크게 직업교육과 대학입시 준비 교육으로 나뉘며 독일의 15-18세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3. 위치 서유럽, 유럽 중부
4. 수도 베를린

1. 유치원(Kindertagesstatte : 3-6세)

5. 인구 약 8,265만 명 (2017년 기준)

독일은 유치원 교육을 가장 처음 실시한 나라이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

6.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44,184 달러 (2017년 기준)

들이 타당하게 입학을 요구할 수 있고, 원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불한다. 취

7. 언어 독일어

학전 아동의 75%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8. 종교 신교 31%, 구교 32%, 이슬람교 4%
9.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2. 초등학교(Grundschule : 6-10세/6-12세）

10.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112 (구급차), 110 (경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를 제외하고는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중등과정부터
학생들의 진로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학생들의 진로를 찾

[ Why Germany? ]

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중등학교 진
학이 결정된다.

독일 대학생들과 동일한 학비 무료 혜택을 받으며 학업을 할 수 있다.

3. 중등학교

■ 우수한 대학 과정
독일은 국가 내 대학교 순위가 없으나 학교별 대표학과와 유명 교수님을 따라 학

- 기본학교(Hauptschule : 5~9학년)

교를 결정하기도 한다. 모든 대학들이 평준화 되어 있어 독일 어느 대학을 가든

공업, 상업 등 현장 실무에 초점을 맞춘 기본 과목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일주일

수준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에 한 번씩 직업실습도 함께 병행된다. 졸업생 대부분은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과

■ 낮은 실업률
독일의 실업률은 약 5.9%(2017년 1월기준)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경력

학업을 병행하고, 성적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인문학교(김나지움)으로 편입 후 대학
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을 쌓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 실업학교(Realschule : 5~10학년)

[ 언어 및 특징 ]

사무 또는 행정직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직업 전문학교 또
는 직업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좀더 전문적인 직업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적

- 독일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언어이다.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문학교(김나지움)으로 편입 후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 특정 도시에만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독일은 모든 지역이 각각
의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다.

- 인문학교(Gymnasium : 5~10학년)
독일 초등학교 졸업생 중 50%가 김나지움으로 진학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 주
요과목 2개, 외국어, 예체능 및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심화학습 할 수 있
다. 마지막 2년, 11-12학년에는 아비투어(Abitur)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본인이 원하는 독일대학으로 진학 할 수 있다.
- 종합학교(Gesamtschule : 5~9 / 10학년)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이 3개학교를 통합한 것으로 중등과정에서 진로
를 결정하는 독일 교육과정의 우려에 따라 세워졌고,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학하여 실업학교 또는 김나지움의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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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비 무료

4. 대학예비과정(Studienkolleg : 1년)

5. 대학과정

독일의 아비투어에 준하는 졸업장 또는 시험증서가 없는 외국 학생들이 독일의 대학

3년 과정. 크게 종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전문단과 대학으로

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1년간의 대학준비 과정.

구분 된다. 독일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다. 동일 과목을 3

- T course 자연과학 / 공학계열 대학진학 준비과정

시아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토론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기에 성공적인 독일 대학

- M course 의학 / 생물계열 대학진학 준비과정

생활을 위해서는 독일대학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

번 낙제할 시, 다시는 재수강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졸업이 어려워지고, 아

- W course 사회 / 경영계열 대학진학 준비과정
- G course 인문 / 철학계열 대학진학 준비과정
- S course 어문계열 대학진학 준비과정
4-1. 졸업시험(Feststellungspruefung)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마지막으로 독일 대학 입학을 위해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을
통과해야 하며, 필기시험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면접없이 합격이 되기도 한다. 특정
학과(심리학과, 의과 등)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 불합격
할 경우, 한 학기간 학업을 더한 후 재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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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 진학 – 40주 / 44주 프로젝트!
독일 어학 연수부터 개인별 대학 진학 상담까지 The Language Gallery와 함께 !
Option A : Pathway Studienkolleg (access to foundation) - 40주 코스
❶ 36주 어학연수 ( A1 – B2 Level)
❷ 4주 무료 시험 준비 기간 + 진학 상담 (7시간)
❸ 3~5개 대학 지원 상담 가능

Option B : Pathway University Direct Entry - 44주 코스
❶ 36주 어학연수 (A1 – B2 Level)
❷ 4주 무료 시험 준비 기간 + 진학 상담 (7시간)
❸ TestDaf 준비 기간 : 4주
❹ 3~5개 대학 지원 상담 가능
•TLG캠퍼스 : 베를린, 하노버
•시작일 : 매월 첫번째 월요일

Berlin Hannover

www.TheLanguageGallery.com

Austria
오스트리아

■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예를 지닌도시. 베토
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 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유명하다. 중부 유럽에서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수백 년 동안 대
제국의 수도였다는 점과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유럽 안보협력기구(OSZE),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같은 중요
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 한다.

■ 그라츠
비엔나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시로 상공업과 관광 산업이 유명하다. 중부유럽에서 가
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시가지는 1999년에 유네스코지정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 도시로써 6개의 대학이 있고, 인
구 약 25만 명 중 4만여 명이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잘츠부르크
서부 독일의 국경 근처에 위치. 악기·인쇄출판·석재·시멘트·양조 등의 공업이 활발한 도
시이다. 모자르트의 출생지로 잘츠부르크 음악제가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다. 모자
르트의 생가를 비롯하여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다. BMW, 포드
(Ford)와 포르쉐(Porsche) 등 자동차 회사들이 이곳에 지사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비 비엔나 > 잘츠부르크 > 그라츠

HJ Global Edu

[ 국가개요 ]

<지역별 유치원 정책> ✽Vienna : 만 6세까지 종일반 무료
✽ Tyrol : 만 4-6세 주당 20시간 무료

독일어 고등교육이 시작된 나라로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문화/예술 강국이다. 현재

✽Upper Austria : 만 2.5-6세 종일반 무료

도 오스트리아는 음악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함

✽ Lower Austria : 만 2.5-6세 주당 20시간 무료

께 살아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 만큼 시민들의 성향이 유연하다. 사회시스템과 취
업 프로그램, 체계적 기술교육 덕분에 유럽 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나란히 낮은 실업

2. 초등학교 (Volksschule or Grundschule: 6-9세)

률을 자랑한다.

오스트리아 9년(6-15세)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교육 과정으로 여섯 번째 생일이 지
난 년도의 9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등록이 가능하다. 단, 그 다음년도 3월 1일 전

1. 정식명칭 Oesterreich / 영어명 : Republic of Austria
2. 면적 83,879 ㎢ (한반도의 약 2/5)
3. 위치 유럽 중부
4. 수도 빈 (Wien / 영어명 : Vienna)
5. 인구 약 876만 명 (2017년 기준)
6.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46,436 달러 (2017년 기준)
7. 언어 독일어
8. 종교 가톨릭(74%), 개신교(4.6%), 이슬람교(4.3%)
9.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10.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144 (구급차), 133 (경찰), 122 (화재)

에 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교를 다닐 준비가 되었다
는 전제하에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3. 중학교 (Hauptschule : 10-13세)
초등학교를 마친 후인 10세 전후의 능력을 평가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직업학교 또
는 인문학교)을 정하는 이전 교육 시스템에 문제점을 느끼고, 중학교 이후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늦추면서 통합 중등교육과정이 새로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중등
교육과정은 2015년부터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기술중학교와 인문중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중등교육시스템에서는 학생
들의 추후 진로 방향 결정에 교육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 3, 4학년이 되면 학교는 학생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쏟으
며 수업 과정 중 일부로 “진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 탐방 및 실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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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ustria? ]
■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
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고 있다.

■ 저렴한 유학 비용 대학 학비 1년 약 200만원, 어학연수 비용 1년 약 300만
원, 생활비 1달 약 100만원

회를 제공한다.

4. 고등학교
- 중등 직업 학교 (Berufsbildende Mittlere Schule : 14-17세)
전문기술을 공부하여 졸업 후 바로 전문 분야로 취직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학
하게된다. 오스트리아 내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중 70%가 직업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직업 교육 시스템과 그 성과는 우수하다.
교과과정은 여러 가지 직업분야별 실습 및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시 전

[ 언어 및 특징 ]

공 직업 관련 사업허가 취득하게 되며 Berufsreifeprüfung라는 졸업 시험을 치게된
다. 시험 통과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관련분야 대학 진학이 가능한 3년간의 전문적인
실습/도제 과정(advanced training course)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며 미국 영어가 영국 영어와 조금씩 다르듯 오스트리
아의 독일어도 독일에서 사용하는 독일어와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 고등 직업 학교 (Berufsbildende Höhere Schule: 14-18세)

문제 되지 않는다.

총 5년간의 교육과정은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일반 인문계 교육과, 중급직

-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각 나라의 영향을 받은

업중등학교 보다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함께 병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색 있는 음식들로 가득하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알프스가 차지하고 있어 유럽

Matura(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준하는 Reife-und Diplomprüfung라는

제일의 삼림율을 자랑한다.

졸업시험 통과를 하게 되면 전문 직업 자격증과 더불어 대학진학 자격이 부여된다
(Dual Qualification).

[ 교육 ]

- 인문고등학교 (Allegemeinbildende Hohere Schule/Gymnasium : 15-18세)
∙ 인문 및 어문계 고등학교 (Gymnasium)

1. 유치원(Kindergarten : 만 4-6세)
9월 1일 전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등록한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사회적 적응 기간을 가지게 된다.

∙ 이과계 고등학교 (Realgymnasium)
∙ 경제계 고등학교 (Wirtschaftskundliches Gymnasium)
4년제로 인문 및 어문계, 이공계, 경제계열로 나누어지며 학업의 마지막에는 졸업
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권한이 부여된다.

5. 고등학교 졸업시험 (Matura)

④ STEOP 1학년 1학기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학생 적성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이 고등학교 과정 마지막에 치는 학업 능력 시험으

에 맞는 학업인지, 학생이 학과 공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로 이 시험에 통과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대부분 학과에서 이 STEOP 제도를 도입하고

5월에 쓰기 시험, 6월에 말하기 시험을 친다.

있으며 첫 학기에 치는 시험에 3이상 번 낙제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있다. 입

한 과목당 4-5 시간씩 배분되기에 3-4일에 걸쳐 오전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친다.

학이 취소되고 1년 후부터 재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 쓰기 시험(3-4과목) : 독일어, 수학, 제 2 외국어 + 선택 과목 1
- 말하기 시험(2-3과목) : 쓰기 시험 과목 수에 따라 응시 과목 수 조정 (쓰기, 말하
기 시험 총 6과목 응시)

석사과정
보통 2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학부 관련 전공으로 진학 또는 관련 분야에 일정 경력
을 증빙하면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오스트리아는 학사 이후 석사과정까지 이수하는

6. 대학 과정

학생이 많다. 해당 대학의 학부 졸업생은 석사 과정 지원이 보장된다.

크게 종합대학(3-4년과정), 응용과학대학(3년과정), 사범대학(4년)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각 학위 과정 이수 소요 기간은 학사 6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이

그 외에도 의과대학, 음대 등 한 학문에 초점을 두고 여러 과정으로 세분화한 교육을

나 오스트리아 대학생들의 학위 이수 기간은 평균적으로 학사 8학기, 석사 5.3학기,

제공하는 대학이 많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보다 졸업이 어렵다고 잘 알려져 있다.

박사 8.8학기이다. (출처: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16 Austria)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창의적, 소통 위주의 토론수업으로 진행)에서 대규모 강의로

https://ec.europa.eu/education/sites/education/files/monitor2016-at_en.pdf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학연수 과정 오스트리아에서의 어학연수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① 지원 접수 마감 일자 - 여름학기 : 9월 05일 (4월 15일까지 접수 권장)
- 겨울학기 : 1월 30일 (9월 15일까지 접수 권장)

1. 일반 어학 연수 단순히 문화 체험 및 독일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듣는
어학연수 과정으로 사설 연수 기관 또는 대학 어학 부설 기간에서 진행하는 어학

② 학기 시작 일자 - 여름학기 : 3월 01일

연수를 들을 수 있다.

- 겨울학기 :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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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학시험 최근 특정학과(심리학, 경영학, 의학 등)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어 학과 자체 시험을 도입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엔나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기관인 Sprachenzentrum Universität Wien에
서 독일어 어학연수와 전과 관련 필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Austria 오스트리아

2. 대학 진학 준비 과정 독일어 점수 없이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학생의 경우 비

Spain
스페인

■ 마드리드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 메세타 고원에 위치하여 유럽의 수도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스페인의 수도로 도로, 철도 및 항공의 요충지이며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자 산업도시
이다.

HJ Global Edu

[ 국가개요 ]
스페인은 EU 가입 후,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교육 제도 덕분에 비 영어권 국가의 유학
목적지 중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이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인구도 수 억 명에 이르며, 스페인어는 국제 비즈니스 시장에서 영어 다음으
로 많이 사용된다.

[ 교육 ]
-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연장시킴으로써, 근로 연령에도 맞추고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들의 교육 체제와 동일하게 만들게 되었다.
- 중등 의무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교육학이나 심리학 전공자와 2~3명의 교사를 갖춘 오리엔테이션 부서를 두고
있다.

1. 면적 505,370 ㎢ (한반도 면적의 약 2.3배)
2. 위치 서유럽, 북대서양 북동부
3. 수도 마드리드 (Madrid)

- 매 학년 선택과목을 배우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움
을 준다.
- 커리큘럼의 다양화, 사회보장 프로그램 (16~21세 미만의 젊은이가 중등 의무 교

4. 인구 약 45,975천 명(2017 기준)

육을 수료 못했거나 실업 교육 학위도 없을 때 무상으로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프

5. 국민 1인당 GDP(국내 총생산) 68,604 달러 (2017년 기준)

로그램) 등이 스페인 교육의 특징이다.

6. 언어 스페인어
7. 종교 가톨릭교(인구의 74.3%가 가톨릭 신자)

- 중등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에선 예능 계열, 자연 및 보건 과학 계열, 인
문사회 계열, 과학 기술 계열 분야의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8. 섬머타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모두 수료하면 Bachiller의 학위를 받는다.

9. 긴급 구급차 및 경찰서 112

- 외국 학생도 스페인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2학년까지는 별도의 학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부터는 교육 문화부에 정식 학력 인정
신청 과정을 거쳐야 입학이 가능하다.

[ Why Spain? ]
1. 구아르데리아 (Guarderia), 빠르불로스 (Parvulos)
0~6세(영아/유아),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 EU 유럽 연합국들은 대학들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
입하고 있다. 스페인도 EU 국가로서, EU 국가 내 편입 시 학점 인정 및 취업 시
장에서 학위 인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저렴한 학비
-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페인 국적의 학생들

2. 초등학교 6년 (Educacion General Basica)
6~12세, 무상 의무교육, 초등 3학년 외국어 학습 시작, 한 학급 최대 25명
3. 중등 의무 교육 과정 4년
12~16세, 무상 의무교육, 한 학급 최대 30명

은 1년간 700-900유로 정도만 내고 학교를 다닌다. 유학생들에게도 아주 합리
적인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4. 인문계 고등학교 (Bachillerato Unificado Polivalente) 2년
실업계 고등학교 (Formacion Profesional)

3. 유망한 전공 분야

16~18세,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 스페인은 생명 공학이나 재생 에너지, 패션, 요리, 건축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
고로 평가 받고 있다. 덕분에 유럽 내에서 스페인 대학들의 순위도 계속 상승하
고 있다.

5. 대학 예비 과정
19세,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 후 대학 입학 예비시험인 Selectividad를
치를 자격이 주어짐

4. 스페인어 및 문화의 특성
- 친구를 사귈 때에는 스페인어로 사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지인들이 매우 우
호적이다.
- 연간 축제가 지속될 만큼 다양한 문화 유산이 존재하며, 유네스코에 가장 많은

6. 대학 과정
기초 과정 3년 + 전문 과정 2년,
전문 과정 수료자에게는 석사에 해당하는 Licenciado 학위 취득

문화 유산을 등재한 나라이다.
- 15세기에 서구를 제패하고 중남미에 스페인 문화를 확산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
고, 이로 인해 중남미 20개국 및 미국 13개 주 등에서 스페인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7. 대학원 과정
조사 연구 과정 2년, 논문 제출 후 합격 시 박사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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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지역 내 학위 인정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
취업과 승진까지 iTEP으로 빠르게!
미국 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학교 입학을 위한 공인 영어시험

iTEP 공인 영어 시험

✓ 유연한 시험 날짜 및 시간 선택
✓ 일주일 내 시험 결과 확인 가능
✓ 저렴한 시험 비용

조기 유학생부터 취준생까지
목적에 맞게 시험에 응시 하세요!
[ iTEP 공식시험센터 ]

오희주 유학컨설팅 (HJ Global Edu)
시험예약문의 051-517-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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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n t r e

f o r

E u r o p e a n

S t u d e n t

S e r v i c e s

( C E S S )

오희주 유학컨설팅 오스트리아 비엔나 현지 지사

정확한 유학 설계부터 안정적인 현지 정착까지!
현지 지사(CESS)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서비스
✓ 신속한 대학교 입학 지원 및 입학허가서 수령
✓ 정착 지원 및 오리엔테이션
(공항 픽업, 현지 생활 안내, 은행 계좌 개설, 대중교통 이용법 등)

✓ 비엔나 시내 및 대학교 투어
✓ 학생 비자 신청 및 연장
✓ 유학 후 이민 상담
✓ 학생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지 지원

Centre for European Student Services (CESS)
Add. Mariahilferstraße 84/4/1, A-1070 Wien, Austria
Tel. +43 1 522 10 88

대학교

취업

ACG 학부 예비 과정

ACG 전문교육 과정

ACG 조기유학 과정

유치원, 초・중・고등 과정, 캠브리지, IB과정

ACG 영어 과정

영어집중과정, IELTS시험 대비과정, 고등학교 입학 준비과정

차별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유치원에서 대학 및 전문교육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위한 완전한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2018년은 ACG Education에서
학업의 꿈을 펼치세요!
Visit. https://www.acgedu.com/ko/
Tel. +64-9-307 5399
Email. admissions@acgedu.com

나만의 유학 안심 매니저
오희주 유학컨설팅

오희주 유학컨설팅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7 (장전동) 전화 051-517-7340 팩스 051-517-7341 이메일 kamc@kam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