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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아주 빠른 속도로 국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RMIT만의 영어 과정은 베트남에서 독특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해주는 
안성맞춤의 프로그램입니다. 

 n English for University (영어 어학 연수 프로그램) 
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기초 수준부터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실용 영어와 학업을 위한 영어를 전부 습득할 수 
있습니다.

 n UniSTART (대학진학을 위한 영어 과정)은 
대학진학을 위한 맞춤형 길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RMIT의 선생님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원어민이며 높은 자격을 갖춘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학부 과정을 성공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현대적인 언어 학습 시설을 갖춘 
연구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 학습 및 연습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MIT는 열정적이고 각기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진 영어 학습자들의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
어학 연수 프로그램 및 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과정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nglish

인쇄 시  정보가 정확합니다. 이 인쇄물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RMIT 베트남은 입학 요구사항 추가 
및 어학 프로그램의 개설 여부 변경과 관련 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지원 정보는 RMIT 베트남 
웹사이트  www.rmit.edu.vn.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쇄물은 2020년 10월에 인쇄되었습니다.

Printed: October 2020

당사의 브로셔에는 온라인 멀티미디어 및 추가 
정보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 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RMIT에서 
학생들이 어떤 공부와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내 책자 
다음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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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배웁니다.

최신기술을 학습에 
적용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1:1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RMIT베트남,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 바로 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영어와 학업을 
위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MIT의 국제적인 수준의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신기술을 학습에 
적용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추가적인 
과외 수업이나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RMIT만의  
 차별화 

 국제적  
 학습 환경 
우리 대학의 영어 과정과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표준 
학습 및 교육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호주 NEAS(National English Language 
Teaching Authorization System)에 의해 직접 대면 
및 온라인 강의 대해 모두 인증되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교수진들은 전 세계로부터 모인 
영어 원어민들입니다. 그들은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수법과 관련하여 인상적이고 수준 높은 학업 관련 
자격증과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수진들은 대학을 입학하려는 영어 
학습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저의 조부모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분의 
영향력은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미국, 불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17
년 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많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영어 
수준을 향상 시키고 그들의 학문적 노력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RMIT에는 
환상적인 선생님과 훌륭한 학생들이 있는 
진정한 국제 대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대 문화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열정은 외국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열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 저는 AmeriCorps와 함께 
자원 봉사를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아이들에게 제2 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지난 7넌 동안 저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RMIT에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놀라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똑똑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Anastasiia Soldatova 
교육자

Enzo Smith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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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분야에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n 영어를 연구하고, 문장을 변형하고, 정보를 
종합하는 등의 학업적 능력을 키워보세요.

 n 그룹활동, 비판적 사고 능력,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을 통해 폭 넓은 실용적 기술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ndependent Learning Centre 에서는 1:1 과외 
강의 또는 강의실 밖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nglish for University 
영어 연수 프로그램
레벨

기간

모드

캠퍼스

입문부터 최상급 까지

각 레벨 당 10주

풀타임

남사이공, 하노이

어학 연수 프로그램은 영어 입문 레벨부터 
최상급 레벨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어 실력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모집 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 필수 스킬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며 대학 진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7

English for University’ 프로그램은 영어를 
습득하는 완벽한 길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RMIT 베트남이나 호주 멜버른의 공식 학부로 
진학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7

RMIT학위 프로그램

Beginner 입문

Elementary 초급

Pre-Intermediate 초중급

Intermediate 중급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Pre-Advanced 상급

Advanced 최상급 RMIT degree programs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보기
bit.ly/RMITenglishfor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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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학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UniSTART (아카데믹)에 입학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글로벌 대학에서 배우는 학습 
과정의 일부로서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읽기, 쓰기와 
같은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 할 것입니다.  

학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전에 비즈니스 및 
관리,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또는 과학과 기술 등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의 입문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UniSTART는 학사 과정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공인 된 고등 교육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UniSTART는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맞춤형 경로를 
제공합니다.

학사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한 영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영어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UniSTART 프로그램

코스 기간

UniSTART           
(어학연수)

English for University Pre-Advanced 상급 10주

English for University Advanced 최상급 10주

UniSTART           
(아카데믹)*

Learning to Learn at a Global University 코스

12주

Introduction to Business and Management

OR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and Design

OR

Introduc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Pathway 1 Pathway 2

학사 프로그램학사 프로그램 학사 프로그램

Pathway 3

UniSTART    
(어학연수)

UniSTART    
(아카데믹)

UniSTART    
(어학연수)

UniSTART    
(아카데믹)

GPA: 6.0/10.0

English: RMIT 어학 연수 프로그램     
(중상급) 이수 또는 IELTS 5.5+

GPA: 7.0/10.0

English: RMIT 어학 연수 프로그램     
(중상급) 이수 또는 IELTS 5.5+

GPA: 6.0/10.0

English: RMIT 어학 연수 프로그램     
(최상급) 이수 또는 IELTS 6.5+

추가 안내

rmit.edu.vn/uni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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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캠퍼스는 현대적인 강의실, 특수 목적용 강당, 
스튜디오, 연구실 그리고 특별 공간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세계로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RMIT 도서관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영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라이브러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영어 이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자 서적이 제공됩니다.

시설들은 여러분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 남사이공 캠퍼스는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 
실내 경기 공간, 훌륭한 테니스 코트, 농구장 및 
축구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n 하노이 캠퍼스의 학생들은 최신식의 헬스 
트레이닝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캠퍼스 시설 

추가 안내

bit.ly/RMITvirtualtour 

여러분은 종합적인 학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n 1:1로 진행되는 학업 및 언어 지원 서비스.

 n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과 학생들 간의 학업 
멘토링.

 n 워크숍 참여를 통한 학업적 능력 키우기.

장애와 학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전문적인 보건 및 웰빙 지원 서비스도 우리 
캠퍼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 

550,000권이 넘는 
서적, 간행물, 전자도서, 
학술지, 영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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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캠퍼스의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국제 축제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행사입니다. 문화 체험 부수를 즐겁게 운영하며 
전통 놀이와 음악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RMIT의 English for University 연수 
과정을 듣기 전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어민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수업을 듣고 나니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게 되었고, 저의 
어휘력은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우리는Kahoots 
와 Scattergories 와 같은 디지털 게임들을 
사용해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저는 
영어 유창성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어휘력이 정말 
풍부해졌습니다. RMIT에서 공부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아주 큰 결과물을 얻게 해줍니다. 저는 
수업을 늘 즐기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 부분의 
게임들도 참 즐겁습니다. 그 게임들은 우리의 
뇌가 즐겁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RMIT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이전과 다른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RMIT는 굉장히 
역동적인 학습 환경입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데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할 유용한 
경험들을 배울 수 있어 저에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현 
학생, 대한민국

Tran Trieu Y 
학생, 베트남

우리 캠퍼스는 다양성과 포용력을 환영하며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n 학업, 예술, 문화, 스포츠, 사회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 40개의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영어 클럽에 가입해서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n 국제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제 페스티벌, 
동아리데이, 리더쉽 캠프 등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캠퍼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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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or University 영어연수 
프로그램 레벨 IELTS 아이엘츠 TOEFL iBT 토플

Beginner 입문

Elementary 초급

Pre-Intermediate 초중급

Intermediate 중급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Pre-Advanced 상급

Advanced 최상급  

0 - 1.5

2.0 - 3.0

3.5 - 4.0

4.5 (모든 밴드 4.0 이상)

5.0 (모든 밴드 4.5 이상)

5.5 (모든 밴드 5.0 이상)

6.0 (모든 밴드 5.5 이상)

0 - 12

13 - 20

21 - 31

32 - 34

35 - 45

46 - 59

60 - 78

Approximate entry equivalency: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거나 프로그램 모집 
기간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상담해드립니다.

 n 남사이고: (84) 28 3776 1369

 n 하노이: (84) 24 3726 1460

 n 다낭: (84) 236 3551 661

레벨 테스트는 에세이 작성, 1:1 말하기 시험 
(전문적인 평가자의 면접 진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테스트 시간은 1시간이며 테스트 
결과는 6개월 간 유효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시험 직후에 제공되며 RMIT 
영어 과정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공식적인 
offer letter(제안서)를 받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를 예약하세요 예약 된 레벨 테스트를 
받으세요

RMIT 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1 2

3

 영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방법 

Up-to-date fee information 

bit.ly/RmitEUfee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총 9번의 개강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시작 일정을 골라보세요. 오전 강의 (월요일 ~ 금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 혹은 오후 강의 (월요일 ~ 금요일, 오후 1
시부터 5시 30분까지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안내 

1
월 25 일

5
월 24 일

9
월 20 일

3
월 8 일 

7
월 5 일 

10
월 25 일 

4
월 19 일

8
월 9 일

12
월 6 일

* 참고: 오전 강의 오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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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T 베트남 대학교 연락처 

남사이공 캠퍼스 
     702 Nguyen Van Linh Street, Tan Phong Ward, District 7, HCMC 
     (84) 28 3776 1369 
     enquiries@rmit.edu.vn

 
하노이 캠퍼스 
     Handi Resco Building, 521 Kim Ma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84) 24 3726 1460 
     hanoi.enquiries@rmit.edu.vn

 
다낭 캠퍼스 
     V-Start Up Office, FHome Building, 16 Ly Thuong Kiet, 
     Hai Chau District, Da Nang 
     (84) 236 3551 661 
     englishdn.enquiries@rmit.edu.vn

www.rmit.edu.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