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년 학사 가이드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8 세계적인 위상
10 국제적인 수준의 학습
12 높은 수준의 캠퍼스 시설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
16 역동적인 캠퍼스 생활
18 국제적인 경험

성공적인 취업으로 가는 길
22 진로를 위한 준비
23 산업과의 연계
24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로드맵

입학 안내
56 진학 과정 (Pathway 프로그램)
58 입학 지원 자격
60 기숙사
62 지원 방법
62 장학금 안내
62 학비 안내
63 RMIT 멜버른 대학교 소개

학부 및 전공 안내
28 경제경영 대학
 30 경제학부 (금융경제 전공)
 31 경제학부 (국제경제 전공)
 32 경제학부 (공급체인관리와 물류 전공)
 33 경제학부 (인적자원관리 전공)
 34 경제학부 (매니지먼트 전공)
 35 경제학부 (디지털 경제 전공)
 36 디지털 마케팅 학부
 37 호텔관광 학부

38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대학
 40 커뮤니케이션 학부 (전문 커뮤니케이션 전공)
 41 디지털 영화 및 영상 학부
 42 디자인 스터디
 43 디자인 학부 (디지털 미디어 전공)
 44 패션 학부 (패션 산업 전공)
 45 언어 학부

48 과학 기술 대학
 50 정보기술 학부
 51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 전공) (명예 학부) (Honours)
 52 공과대학 (로봇 메카트로닉스 공학 전공) (명예 학부) (Honours)
 53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명예 전공) (Honou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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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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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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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Rick Bennett
부총장, RMIT Vietnam 대학교

여러분, RMIT Vietnam 대학교를 선택하세요. RMIT 
Vietnam 대학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심장에 위치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 기간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호치민 (남사이공), 하노이 그리고 다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호주의 대학교이며, 경제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정보기술학과, 공학과, 
언어학과, 정보통신학과, 패션티자인학과 등의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학위를 
제공합니다.

높은 수준의 교수진과 임직원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업에 대한 든든한 지원, 진로와 관련 된 프로젝트에 
집중된 진정성 있는 평가방법 등은 RMIT Vietnam이 
유일무이한 특별한 학교임을 증명해줍니다. 

우리의 활기찬 캠퍼스는 다양한 클럽과 사회의 
본거지이며, 사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무한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RMIT에서 여러분은 정말 국제적인 수준의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학업 경험을 
위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200개 이상의 학업 제휴 
기관들과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RMIT 대학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MIT는 각 분야의 산업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순조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각 분야에 나가있는 산업 
파트너들은 우리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진로를 정하고 당당하게 취업 
시장에 안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여러분의 진로 
탐구를 지원하고 도울 것 입니다. 

여러분을 RMIT Vietnam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Find the latest information on  
our website

rmit.edu.vn 

 —
RMIT Vietnam 대학교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Follow us on Facebook

bit.ly/RMITUni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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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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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T는 기술,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교 입니다.

호주에 뿌리를 둔 고등 교육기관인 RMIT 대학교는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1) 2021년 QS 세계 대학 순위

(2) 2020년 QS 분야별 세계 대학 순위

(3) 2020년 QS 졸업생 취업률

고등 교육기관으로써 
우수성을 인정 받아 별 5개 
수여(1)

아래 분야에서 세계 상위 150
위 이내(2)

 ≑ 경제경영 분야(2)

 ≑ 컴퓨터과학, 정보시스템 
분야 (2)

 ≑ 공학 분야 (2)

졸업생 취업률 세계 55위(1)

전 세계의 대학교 중 상위 
1% 이내(1)

경제 경영 분야에서 세계 
상위 200위권(2)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11위(2)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 50위권(2)

 세계적인  
 위상 

여러분들도 RMIT를 졸업하면 거대한 졸업생 
네트워크에 합류하여 동문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발전 기회 그리고 인맥 네트워크 통합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졸업생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산업과의 취업 연결, 멘토링 기회 등을 제공하며 
학부생 후배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명의 RMIT 졸업생들이 130개의 국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의 동문들이 있습니다.

430,000

14,600
Check out some alumni stories

bit.ly/RMITalumn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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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수준의  
 학업 환경 
국제적인 수준의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RMIT
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수진들은 
전 세계에서 모였으며 모두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연구자들이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학업적 경험을 가진 창의적인 전문가들입니다. 

RMIT의 학업에 대한 진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RMIT만의 
차별화 된 교육 방식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n 진로 통합 교육 (WIL) 활동들은 여러분들의 학업을 
산업 파트너와 제휴 커뮤니티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n 진정성 있는 평가 (authentic assessments) 들은 
지필로 하는 평가 대신에 실제 산업에서 직면하는 
실생활과 유사한 과제들로 개인 및 그룹 활동 평가가 
진행됩니다.

5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RMIT Vietnam 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3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의 교수진과 
임직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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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의 캠퍼스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가지 
교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건립된 강의실, 극장, 
스튜디오, 연구실, 특별실 등의 공간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어 기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대규모의 온라인 도서관 자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캠퍼스 시설 

스포츠, 여가생활을 위한 현대적인 시설들은 
여러분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n 남사이공 캠퍼스에는 헬스장, 실내 경기장, 훌륭한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n 하노이 캠퍼스에는 최신식의 트레이닝 기구들이 
구비된 헬스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Take a virtual campus tour

bit.ly/RMITvirtualtour 

550,000권이 넘는 
서적, 간행물, 전자도서, 
학술지, 영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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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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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this video about student clubs

bit.ly/RMITstudent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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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적인  
 캠퍼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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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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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종합적인 학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n 1대1로 진행되는 학업 및 언어 지원 서비스

 n 그룹 스터디 프로그램과 학생들 간의 학업 멘토링

 n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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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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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부터 RMIT 멜버른에서 교환 학생을 
시작하거나 40여개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파트너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학기 혹은 2학기 동안 RMIT 베트남 캠퍼스의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프로그램을 공부하세요

RMIT Vietnam은 여러분의 학업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국제적인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
교환 학생 프로그램

RMIT 멜버른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면 63쪽을 참고하세요.

베트남
멜버른 또는 

파트너 대학교
베트남

Year 1 Year 2 Year 3

Check out the Global Mobility options 

bit.ly/Rmitglobalexperiences 

다중 캠퍼스 옵션을 통해 RMIT 베트남과 멜버른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1. 베트남 캠퍼스에서 UniSTART를 완료한 후  
   멜버른에서 학부 과정에 응시합니다.

—
Dual-campus options

2. 베트남 캠퍼스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한 후 호주      
    멜버른에서 편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베트남 캠퍼스에서 학부과정을 거친 후 멜버른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지원하세요.

UniSTART

베트남

베트남 멜버른

멜버른

베트남 Melbourne

Undergraduate Postgraduate

 1

 2

 3

만약 여러분이 RMIT 멜버른 캠퍼스로 편입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멜버른 캠퍼스의 
등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호주의 
고용주들과 함께 연구 후 직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에서 교환 학생을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양성을 기념하는 
놀라운 도시여서 저에게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경험은 저에게 
있어 다른 배경을 가진 각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실용적인 
업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기술 제공 
능력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 
시키는지 깨달았습니다.

Nguyen Tin 
재학생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 전공) (명예 학부) 
(Honours)

Get a glimpse of life in Melbourne

bit.ly/exchangetomelbourne 

 국제적인  
 경험 

18 19



 성공적인  
 취업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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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T Vietnam 대학교는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인 산업 
제휴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울 것 입니다.

많은 권위있는 기업들은 우리 대학교와 긴밀이 
협조하며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우리 대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실제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최신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 RMIT 주력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실무 
연수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은 이를 통해 실제 직업 
환경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n 강의 내 활동, 직업 박람회, 네트워킹 행사들의 학업 
과정을 통해 산업 파트너들과 소통하세요.

우리 대학교의 산업 파트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n ABB

 n Bosch

 n Grab

 n KPMG

 n Kuehne+Nagel

 n Mindshare

 n Ogilvy

 n Q Industries

 n Samsung

 n Schneider Electric

 n Unilever

 n Zara – Inditex 
Group

 산업과의  
 연계 

RMIT와의 협업은 대학-산업 관계가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섀도잉, 인턴쉽, 기타 다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더 포괄적인 지식을 
얻어 미래에 대비합니다.

지난 2년간 1,414개의 
상근직,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들이CareerHub에 
공지되었습니다.

Felicitas Huong Friedrich 
RMIT의 산업 파트너 
기업 사회적 책임자 및 교육 관리자

Learn more about Personal Edge 
bit.ly/RMITPersonaledge 

 진로를  
 위한 준비 
서비스와 산업과의 연계는 여러분의 학업 성과가 
취업으로 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 진로상담과 멘토링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n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 진로 관련 서비스, 워크샵, 행사들에 대한 

 n 직업 박람회와 네트워킹 행사들을 통해 여러분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용주들과 만나보세요.

 n 에서 독점적인 고용 기회를 찾아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의사소통 기술을 
키워보세요.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취업 시장을 위해 대비하세요.

 n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업 훈련 워크샵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사고능력’,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속에서 
일하는 능력’ 을 키워보세요.

 n 산업을 주도하는 권위있는 기업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대적인 업무 현장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보세요.

 n Personal Edge App에서 본인만의 의사소통 
기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고용주들에게 어필해보세요.

82%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졸업 후 3
개월 이내에 상근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인턴쉽에 참여한 학생들의 
70% 이상이 주최 
기업으로부터 상근직 채용 
제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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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위한 
초기학기

경험을 통해 탐색을 
심화하는 중간학기

몰입하는 마무리 
학기

초기 학기에는 핵심 전공 강의들이 두가지의 
테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제 
산업에의 노출. 두번째는 시뮬레이션 입니다.이 
강의들은 여러분이 실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 수 있게 준비해주고 여러분에게 맞는 
진로로 진출하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첫 학기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중간 학기 기간에는 ‘산업과의 연계’ 가. 전문 
전공 강의의 주요 테마입니다. 여러분은 실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되며 현존하는 비즈니스 
과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4학기부터 는 많은 프로젝트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학업 활동

전공 밖의 
활동

 n 읽기자료 

 n 초청 강연 

 n 현장체험 

 n 사례연구

 n 실제 산업 프로젝트 참여 

 n 응용 연구 

 n 세계적 협력 

 n 관련 선배들의 멘토링

 n 최종 프로젝트 

 n 쇼케이스 

 n 전시

 n 플래그쉽 인턴쉽 프로그램
 n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n 게임기반의 학습 

 n 스튜디오 기반의 프로젝트

 n 나의 첫 대학 프로젝트 

 n 이머징 리더스 프로젝트 

 n 40개의 학생 동아리 

 n Personal Edge 관련 스킬개발 
워크숍

 n LEAD 트레이닝 

 n RMIT 리더쉽 캠프 

 n 학생 동아리 주도 

 n Personal Edge 관련 스킬개발 
워크숍

 n 산업 멘토링 프로그램 

 n 캠퍼스 내의 업무 

 n 플래그쉽 인턴쉽 

 n 산업 네트워킹의 밤 

 n 직업 박람회 

 n 채용의 날 행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로드맵 

글로벌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200개가 
넘는 전세계의 협력 대학들 중에서 선택하여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A. 실제 산업에의 노출 C. 산업과의 연계 D. 캡스톤 프로젝트

E. 실제 업무에의 배치

마무리 학기에는 여러분은 산업의 선배들의 
멘토링을 받게 되고 실제 업무 작업 환경에 
친숙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세계로 진출할 준비를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제대로 준비 된 
사회초년생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위해 
RMIT에서의 학업을 세개의 단계로 
구성해보세요:

 n 탐색을 위한 초기 학기;

 n 경험을 통해 탐색을 심화하는 중간 
학기;

 n 완전히 몰입하여 성장하는 마무리 학기. 

고용 가능성 로드맵은 학업 및 괴외 
활동에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탐색, 
경험 및 몰입을 통해 미래 회사의 고용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 학기를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미 
습득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연구하는 최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플래그쉽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B.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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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및 전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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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대학은 경제 및 경영 인재양성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위상을 자랑합니다. 
베트남과 세계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산업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대학의 프로그램들은 역동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고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업들의 경영 분야에 채용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제경영 대학은 본인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경제와 경영에 대한 기본이론 강의들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최신 수준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 금융거래 연구실 (The Finance Training 
Lab)은 실제 증권회사의 트레이딩룸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증권시장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n 사이버 보안 및 물류관리 연구실 (The 
Cyber Security and Logistics Laboratory)
은 31개의 컴퓨터에 최신식의 경영 감사 
및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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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251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아시아와 베트남은 새로운 산업과 사업, 그리고 
투자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전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및 투자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높은 수준의 금융적, 경제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의 
클라이언트, 전문적인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n 재무 매니저
 n 금융 분석가
 n 펀드 매니저
 n 은행원
 n 리스크 분석가
 n 주식 중개인
 n 경제학자
 n 사업 개발자 
 n 사업 지원 분석가
 n 회계사
 n 회계 감사관
 n 원가 관리 담당자
 n 세무자문 전문가

—
졸업 후 진로

—
경제학부 
(금융경제 전공)

추가 안내 
bit.ly/Rmitecofinance

각국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직면하고 있는 국제경제에 대해 
공부해보세요. 다양한 국제기업, 기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문화를 아우르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세요.

국제경제 전공은 국제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업 관점을 가지고 상업적 실무들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경제의 현대적 이슈, 글로벌 무역 
업무, 다문화 경영관리, 국제금융, 국제경영 관리 
등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에 앞서 경영관리 기술과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기본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합니다.

 n 경영경제 컨설팅
 n 국내 및 국제 이슈
 n 물류관리학과 교통
 n 수출입
 n 국제 사업개발
 n 국제 무역 관계
 n 국제 마케팅
 n 생산 관리
 n 내부투자회사 파트너십 체결
 n 프로젝트 조정자
 n 매출과 매수 관리
 n 관광학 및 여행

—
졸업 후 진로

—
경제학부 
(국제경제 전공)

추가 안내  
bit.ly/Rmitinternationalbusiness

Rahul Ravindranath 
졸업생 
국적: 인도

RMIT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홍콩에서 HSBC Business Case 대회에 참가하여 
경쟁했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BP253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Yu-Hsien Lin 
졸업생 
국적: 대만

RMIT 대학교의 학업 환경은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교수님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국제경제 전공은 제가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과 능력들을 길러주었습니다.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저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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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logisticsandsupplychain 

호주 국제 물류 운송 연구소 (CILTA)
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안내 
bit.ly/RmitHRmanagement 

This program is accredited 
by the Australian Human 
Resource Institute.

BP255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
경제학부 
(공급체인관리와 물류 전공)

물류 및 공급망 업계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재의 
이동을 감독하는 규율 된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인력, 
서비스, 제품 및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end-to-end 공급망 지식 및 
일상적인 전략적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학생의 전문 
지식을 개발하여 조직과 거래 파트너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당면한 문제와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합니다.

 n 회계 관리자
 n 수출입 관리자
 n 재고 관리자
 n 물류 분석가
 n 최고 조달 책임자
 n 최고 운영 책임자
 n 기획 관리자
 n 물류 책임자
 n 유통센터 관리자
 n 물류 총괄 관리자
 n 국가 창고 저장 관리자
 n 운영 관리자
 n 프로젝트 / 퀄리티 관리자

—
졸업 후 진로

Nguyen Thi Anh Ngoc 
졸업생 
국적: 베트남

배움에 대한 진정한 접근으로 제 삶과 일에 대해 준비를 잘 해주었습니다. 
선도적인 last-mile 배송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해 실제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경제학부 
(인적자원 관리 전공)

BP276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인적자원을 동기부여하고 
관리하는 성공적인 인사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공에 도전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 우수성의 기준을 충족하고 
인력(HR)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구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커리큘럼은 이론과 기술력을 통합하고 고용 관계, 
보건 및 안전, 인사 복지, 인사 개발, 조직 내 성과 
관리, 국제 인사 관리, 협상 및 옹호 등 조직 내 인력 
관리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n 인적 획득 및 보유 관리자
 n 인적자원 관리 전문가
 n 인적 자원 정책 및 거버넌스 자문위원
 n 부서 인사 파트너
 n 인력 개발 및 교육 촉진자
 n 보상, 승진 및 보수 자문위원
 n 직원 개발 및 기술 향상 컨설턴트
 n 직원 연락, 협상 및 작업장 컨설턴트
 n 보건 안전 책임자 (HSO)

—
졸업 후 진로

Tran Bich Thy 
졸업생 
국적: 베트남

대학 진학은 취업에 도움이 될 자격증만 얻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일 입니다.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MIT 에서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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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businessmanagement

추가 안내 
bit.ly/Rmitdigitalbusiness

BP217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
경제학부 
(경영 전공)

이 시대의 세계 경제 트렌드에 맞추어, 이 전공은 
여러분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기업구조에 적용되는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전공은 인적자원 관리, 마케팅, 금융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관리 등과 같은 주요 경영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고용주들이 훌륭한 인재에 기대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n 상담, 자문
 n 교육
 n 금융 및 보안
 n 거버넌스와 법률준수
 n 보건
 n 인적자원과 훈련
 n 제조와 건설
 n 광고와 마케팅
 n 업무 운영, 계획, 물류관리
 n 호텔 관광 분야

—
졸업 후 진로

Le Tran Gia Thanh 
졸업생 
국적: 베트남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과 이론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항상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RMIT의 학생 대사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등 추가적인 학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제학부 
(디지털 경제 전공)

BP324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시장의 변화와 변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중대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와 비즈니스 
리더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디지털 시대의 커리어에 
대비합니다.

디지털경제 전공 커리큘럼은 현대 산업의 주요 
분야를 전부 다룹니다. 또한 정보기술 전략과 
거버넌스, 금융 기술 산업, 디지털경제 변화와 창조, 
혁신과 디자인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n 디지털 스타트업 설립자
 n 디지털 혁신 컨설턴트
 n 전자상거래 관리자
 n 디지털 기반
 n 금융 기술 기업(핀테크)
 n 프로젝트 매니저
 n 비즈니스 컨설턴트

—
졸업 후 진로

Dr Nguyen Hong Thuan 
프로그램 고위 관리자 
국적: 베트남

디지털 기술은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트렌드를 
수용하여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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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digitalmarketing

또한 프로그램은 Travel Association
와 영국의 관광 기관에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 안내 
bit.ly/Rmithospitalityandtourism

BP318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
디지털 
마케팅 학부

조직에서 디지털화 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및 소비자 습관의 빠른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준비가 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소셜 미디어, 바이러스성 마케팅, 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인바운드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모바일/
무선 기술 등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를 살펴보십시오.

 n 디지털 마케팅 관리자
 n 마케팅 관리자
 n 브랜드 매니저
 n 마케팅 캠페인 분석가
 n 검색포털 최적화 매니저 (SEO)
 n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
 n 프로젝트 컨설턴트
 n 브랜드 전략 개발자
 n 광고홍보 자문가
 n 디지털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n 회계 감독관

—
졸업 후 진로

Gillion Ong 
졸업생 
국적: 싱가포르

여러 다국적 기업과 로컬 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점입니다. RMIT에서 학업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상호소통적인 학업 환경과 
엄청난 문화교류의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상호 
소통하면서 다양한 업무 스타일과 학업 스타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BP312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장소를 
탐색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정확하고 
올바른 진로로 이끌 것 입니다. 

관광에 관한 이 전문 학위는 여러분이 국내 및 국제 
기관에서 경영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및 베트남 산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 숙박 관리자(호텔, 리조트, 호스텔)
 n 이벤트, 결혼식 및 연회 관리자
 n 음식 및 음료 제조 관리자
 n 게스트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n 마케팅 및 영업
 n 운영 관리/계획자
 n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n 관광업
 n 여행사
 n 관광 기획 및 홍보

—
졸업 후 진로

Ji Young Suh 
졸업생 / 동문 
국적: 대한민국

베트남은 호텔관광 분야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 입니다. 전공 
강의에서 저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늘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RMIT의 대학생활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호텔관광 
학부

36 3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루는 
전공을 통해 미래의 창조적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학부들은 문화적 다양성 인식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과 같은 최신의 기술적인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배양하여 이러한 
창조적인 산업에 준비 된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 학부는 미래 고용주들의  수요에 응답하고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대학 학생들은 모든 전공분야에서 현대적인 학업 

공간과 최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 와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 스튜디오;

 n 산업 표준 인쇄 장비와 시청각 리소스를 
갖춘 스튜디오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n 미디어 스튜디오는 최고급 시청각 장비와 
편집 스위트를 갖춤;

 n 패션 전공 학생들은 산업 표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패턴 만들기, 
그레이딩 (패턴 사이즈 조절) 기획, 그리고 
3D 가상 샘플 제작 등을 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대학은 동남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도서관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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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vnprofcomm

—
디지털 영화 및 영상 학부

추가 안내 
bit.ly/DigitalfilmandvideoRmit 

BP222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
커뮤니케이션 학부 
(전문 커뮤니케이션 전공)

전공은 급변하며 성장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진출할 다재다능 한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합니다.

경력이 중심이 된 학위는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하고 
매력적인 전통 및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세부 전공으로 광고나 대외홍보 (P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전공자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대외홍보 종사자들은 기업과 기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n 영업 관리직
 n 클라이언트 서비스 관리직
 n 카피라이터
 n 디지털 컨텐츠 개발자
 n 정부기관, 비정부 기관 커뮤니케이션 

관리
 n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자
 n 미디어 자문가 및 대변인
 n 미디어, 대외홍보 전략 담당자
 n 온라인/모바일/소셜 미디어 제작자

—
졸업 후 진로

Do Hai My 
재학생 
국적: 베트남

국제 환경 속에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을 통해 몇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MIT 멜버른에서 교환 학생을 하고 학생 
Ambassador Team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BP325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10월

남사이공

베트남 최초의 디지털 영화, 영상 학부 – 스토리텔링, 
컨텐츠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확인해 보세요.

디지털 영화 및 영상 산업 고용주들은YouTube, 
Facebook, 모바일과 웹, 스마트폰과 패드, 영화관 
스크린 등에 맞는 광고, 뮤직비디오, 웹시리즈물 
등을 창조할 실력 있고 자격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전공은 세가지의 분야를 커버합니다. –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 (시나리오, 감독, 제작), -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 카메라 촬영, 조명, 편집), - 이야기 
기법 이해하기 (테마와 장르).

 n 영화/영상 감독
 n 프로듀서
 n 편집자
 n 디지털 컨텐츠 개발자
 n 온라인/모바일/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n 사진 감독
 n 프로덕션 관리자
 n 시나리오 작가
 n 스튜디오 매니저

—
졸업 후 진로

Bui Thuy Phuong Trinh 
재학생 
국적: 베트남

저는 항상 더 구체적인 예술과 영화, 미디어에 빠져 있었습니다. RMIT 에서는 
창의적인 자유를 주는 교수들에게 배울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며 
공유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은 협업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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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자인 업계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창의적인 자격을 증명하며 
개발합니다.

폭 넓은 디자인 교육에 특정 창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기회를 접목해보세요.

타이포그라피, 구도, 채색과 컴퓨터 활용 등의 
기본적인 기술과 이론을 다집니다. 두번째 해부터는, 
다음 분야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전공을 심화합니다.

 n 그래픽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n 일러스트레이션 및 디지털 이미지 디자인

 n 인테리어 디자인

추가 안내 

bit.ly/Rmitvndesignstudies 

추가 안내 

bit.ly/Rmitvndigitaldesign 

—
디자인 스터디

BP316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남사이공 캠퍼스만 해당),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n 그래픽 디자인
 n 패션 디자인
 n 인테리어 디자인
 n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이미징
 n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n 2D 모션 그래픽 디자인

—
졸업 후 진로

Van Tang 
재학생 
국적: 베트남

디자인 프로그램 공부는 저의 인생에 많은 기회의 문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흥미를 확장 시켜주고 여러 학문 분야 방법으로 도전을 
만들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을 제공합니다.

BP309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10월

남사이공

—
디자인 학부 
(디지털 미디어 전공)

디자인 기술과 디자인이 일으킬 수 있는 마법에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해보세요.

새로운 기술들은 거의 매일 생겨나고 디자인, 
시각효과, 게임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들을 연결합니다.

현대 디지털 미디어 설계 이론 및 실습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어떻게 계획, 
제작, 적용 및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n 미디어 프로덕션 분야
 n 오디오/비디오 포스트프로덕션 (제작 

후반 작업)
 n 웹 디자인, 정보 디자인
 n 상호적 게임 개발
 n 시각 효과, 시간 디자인 분야
 n 2D, 3D 모션 그래픽 분야
 n 3D모델링, 애니메이션 제작 분야
 n 행사 및 무대 디자인 기획 분야

—
졸업 후 진로

Eileen Yeo 
재학생 
국적: 싱가포르

이 전공은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사진학, 음향,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제가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실제 
업무 환경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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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vnfashion 

추가 안내 

bit.ly/Rmitlanguages 

번역 및 통역 경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영업 및 마케팅
 n 국제 경영
 n 관광
 n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n 이벤트 및 컨퍼런스
 n 카피 및 편집 작업

다음과 같은 역할로 일본 회사나 파트너 
조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n 행정관 
 n 일본 작가/콘텐츠 크리에이터
 n 부서 연락/관계 관리자
 n 영업사원
 n 프로젝트 관리자

BP327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10월

남사이공

—
패션학부 
(패션산업 전공)

여러분의 패션 재능과 경영 마인드를 잘 발전시켜 
성장하고 있는 패션, 섬유 산업으로 진출해보세요.

이 전공은 여러분이 현대적인 패션 산업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패션 소매 
관리, 마케팅 관리, 제작 관리 분야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과목 영역에서 전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업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증신 시킵니다. 

 n 디자인 및 제품 개발

 n 소매업 및 판매업

 n 고객 관계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n 디지털 텍스타일 디자인 (섬유)
 n 레인지 코디네이션
 n 제품 개발 및 트렌드 분석
 n 패션 소매 관리 매임
 n 판촉 기획
 n 아웃소싱 및 공급 체인 관리
 n 판촉 기획
 n 국제적 무역 및 도매업
 n 시각적 판촉 분야
 n 지속 가능한 패션
 n 패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n 브랜드 관리

—
졸업 후 진로

Nguyen Thuy Yen Nhi (Nancy) 
졸업생 
국적: 베트남

패션 전공 코스는 저의 커리어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멋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공에서 제가 배운 기술과 지식들은 
다양한 전문적인 진로를 제게 제시해주었고 저는 제 목표와 관심에 딱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언어학부 (일본어 전공)

BP317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10월

남사이공

만약 여러분이 일본 무역 파견에서 회사 이사로 
통역을 하거나 다국적 기업을 위해 통역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꿈꾸던 직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 입니다.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발전시킨 다음 일본어로 전문화 하거나 번역/해석 두 
가지 모두를 이중 전공으로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언어적 기술과 일분 문화의 경험을 
접목시켜 일본의 산업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을 
접하게 됩니다. 통 번역 전공은 훌륭한 전문 
교수진이 영어로 강의합니다. 여러분은 통역부스, 
전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Tran Tien Hung 
재학생 
국적: 베트남

저는 항상 더 구체적인 예술과 영화, 미디어에 빠져 있었습니다. RMIT 에서는 
창의적인 자유를 주는 교수들에게 배울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며 
공유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은 협업이 전부입니다!

—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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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대학

Nguyen Tran Thao Huyen, Nguyen Vuong Hoang Tram, Bui Thu Anh and 
Pham Hoang Khanh Vy

Bui Phuong Anh, Tran Hoang Bao Chau,Duong Vinh Hoi, To 
Ngoc Minh Thy and Nguyen Ngoc Thoai Nghi

Yani Mach, Tran Ba Thao Phuong and Nguyen Thu Khanh Linh

Dao Bui Minh Son

Nguyen Ngoc Phuong, Tran Thi Phung Thao,   
Nguyen Thai Phuong Trang

Tran Minh Khang

Dinh Ngoc Minh Chau

Nam Nguyen

Kee Zi Sing

Kim Hee Hyun, Hoang Lan Anh, Le Phan Uyen Nhi   
and Doan A Tien

Tran Ngoc Diep

 전공학생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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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최첨단 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실 (랩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 I최신식 컴퓨터 연구실들은 최신식의 
소프트웨어 (Windows, Linux, mac OS)를 
제공합니다.

 n 엔지니어링 연구실들은 전기적, 기계적인 
제품과 부품들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lpha, Bater robots, 그리고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고급 제조 워크샵이 
개강하여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과 엔지니어랑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과학 기술 대학의 전공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공들은 창조적인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은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기술, 
지식,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1
학년은 RMIT 베트남 또는 멜버른에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될 전문화를 결정하기 전에 
엔지니어링의 기초에 대한 열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  
 기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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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공은Australian Computer 
Society (ACS)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ACS는 *Seoul Accord(세계적 
대학 수준의 컴퓨터 및 IT 관련 자격 
분야의 인증을 담당하는 국제 협의체) 
협정 가맹국 임을 인증합니다. 

이 전공은Engineers Australia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추가 안내

bit.ly/RmitIT 

추가 안내 

bit.ly/Rmitelectricalandelectronic 

BP162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3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하노이

여러분은 비즈니스 앱을 만들고 관리하는 분야, 
클라우드 저장 분야, 소셜 미디어 분야, 웹사이트 및 
시스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IT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고 결함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방법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지원 및 
연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을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앱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세요.

 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
 n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 개발자
 n 디자이너 및 프로그래머
 n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n 소프트웨어 테스터
 n 클라우드 엔지니어
 n 시스템 분석가
 n 시스템/네트워크 엔지니어
 n 데이터 분석가
 n 컨설턴트
 n 기술 관리자/ 소프트웨어 설계사
 n IT 관리자
 n 최고 기술 책임자

—
졸업 후 진로

Han Sangyeob  
재학생 
국적: 대한민국

정보기술은 전 세계의 가장 수요가 많은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입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미래의 IT 관련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입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 꿈을 
꿨습니다. RMIT는 제가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정보기술 학부

BH073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4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
공과 대학 (전기전자 공학) 
(Honours) (명예전공)

현대 세계를 주도하는 전기 전자공학 분야 전공을 
선택하여 기술적인 진보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진로를 시작하세요.

전기 엔지니어들은 전력을 발생시키는 솔루션을 
고안해내고 전력을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기반산업 속에도 
존재하는 전자 기기 및 시스템들을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유지합니다.

전기 전자 기구와 시스템의 디자인과 제어에 
집중하여 전기에너지의 발생, 분배,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n 제품 개발자 및 디자이너
 n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n 집적회로 디자인 엔지니어
 n 전기 엔지니어링
 n 자동화 엔지니어
 n 프로젝트 매니저/관리자
 n 텔레커뮤니케이션 (원거리통신) 

엔지니어
 n 기술 상담가
 n 특급 기술 엔지니어
 n 고급/전문 엔지니어
 n 엔지니어링 관리자
 n 엔지니어링 감독관
 n 최고 기술 관리자(CTO)

—
졸업 후 진로

Nicholas Panella  
졸업생 
국적: 미국

RMIT에서 저의 경험들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의 진로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것은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호치민시티는 
새로운 것과 옛 것이 공존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멋진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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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bit.ly/Rmitrobotics 
추가 안내 

bit.ly/Rmitsoftwareengineer 

이 전공은Engineers Australia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이 전공은Engineers Australia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입니다. 

BH123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4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
공과대학 (로봇 메카트로닉스 공학)
(Honours) (명예학부)

성장하는 로봇 공학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경력을 
쌓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분야는 향후 10년동안 
엔지니어링 트렌드를 선도할 것 입니다. 

로봇 산업과 메카트로닉스 공학 분야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 기기들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하는 행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공은 여러분을 전자, 기술, 스마트 제어 관련 
요소 분야에서 최전방에 설 수 있도록 해줄 것 
입니다.

 n 메카트로닉스 공학자
 n 자동화 공학자
 n 산업 공학자
 n 기계 공학자
 n 과정 공학자
 n 제품 / 프로젝트 매니저
 n 기술 상담가
 n 특수 엔지니어 /기술 리더
 n 고급/전문 엔지니어
 n 엔지니어링 매니저 / 컨설턴트
 n 엔지니어링 감독관
 n 엔지니어링 관리자
 n 기술 관리자
 n 최고 기술 관리자 (CTO)

—
졸업 후 진로

Mohamed Farshad 
재학생 
국적: 스리랑카

팀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팔이 다치신 분들을 위한 로봇 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친구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RMIT 베트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학업에 열중하기 좋은 곳 
입니다. 사람들과 음식, 기후는 정말 훌륭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삶과 비슷합니다.

BH120 전공코드: 모집시기:

캠퍼스:학업기간: 4년
2월, 6월, 10월

남사이공

—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공학) 
(Honours) (명예학위)

기술이 발달하고 진화함에 따라 인공지능, 임베디드 
(내장형) 시스템, 로봇공학, 가상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유행하는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전자 기기와 컴퓨터를 
위해 데이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원리와 시스템적인 기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솔루션 구조를 고안하고, 임베디드 내장형 
시스템, 기업 앱 개발, 모바일 기기 앱 분야,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기르게 됩니다.

 n 시스템 분석가
 n 상담가
 n 모바일 게임 개발자
 n 제품 개발자
 n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n 시스템 엔지니어
 n 기계 학습 엔지니어
 n 빅데이터 엔지니어
 n 특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n 고급/전문 엔지니어
 n 프로젝트 리더 / 관리자
 n 엔지니어링 감독관
 n 최고 기술 관리자 (CTO)

—
졸업 후 진로

Leung Pong Yuen Yune Seng  
졸업생 / 동문 
국적: Mauritius

엔지니어링 전공 학생들은 최상급의 장비들과 기구들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컬 그리고 국제 
학생들과 함께 친밀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환경은 안전하고 로컬 사람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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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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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for University 영어 연수 프로그램

—
UniSTART 유니스타트 프로그램 대학진학으로 가는  

 영어연수 프로그램 

어학 연수 안내 

bit.ly/RMITenglishforuni 

는 일곱 개의 레벨로 구성 된 RMIT 영어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레벨은 Beginner(입문) 부터 Advanced (최상급) 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경험이 풍부한 영어 원어민 교수진으로 구성 된 
강의들은 여러분이 대학 학부에 성공적으로 진학 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 줍니다. 여러분의 어학 능력을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향상시켜 줍니다.

 n 언어 구사 능력
 n 학업 능력
 n 실용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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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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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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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IT학위 프로그램

Beginner 입문

Elementary 초급

Pre-Intermediate 초중급

Intermediate 중급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Pre-Advanced 상급

Advanced 최상급 RMIT degree programs 

참고: UniSTART 프로그램은 학사 입학을 준비하는 비공식적인 과정이며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스 기간

UniSTART          
(English)

English for University Pre-Advanced 상급 10주

English for University Advanced 최상급 10주

UniSTART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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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

rmit.edu.vn/uni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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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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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3학년 최종 학점 (GPA)

최소 75% 이상 혹은 동등한 학점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교과에서 최소 70% 이상의 점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3학년 최종 학점 (GPA)

최소 60% 이상 혹은 동등한 학점

영어조건
표준 대학 진학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표준 유니스타트 진학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2학년 과정의 평균 학점 7.0 / 10.0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학점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12학년 과정 중 수학 
교과서의 평균 학점 6.0 / 10.0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학점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2학년 과정의 평균 학점 7.0 / 10.0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학점

영어조건

RMIT English for University의 Advanced 레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아래의 영어공인 시험 성적 중 
한 개가 요구됩니다. 

 n IELTS (Academic) 6.5+ 모든 밴드 6.0 이상
 n TOEFL iBT 79+ (읽기 13이상, 듣기 12이상, 

말하기 18이상, 쓰기 21이상)
 n 모든 communication 밴드 5.0 이상)
 n Advanced (CAE)혹은 Proficiency (CPE) 176+   

(모든 요소 169이상)

RMIT English for University의 Upper 
Intermediate 중상급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아래의 영어공인 시험 성적 중 한 개가 요구됩니다. 
 n IELTS (Academic) 5.5+ 모든 밴드 5.0 이상
 n TOEFL iBT 50+ (읽기 5이상, 듣기 5이상, 

말하기 14이상, 쓰기 15이상)
 n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42+ (

모든 밴드 36이상)
 n Cambridge English: First (FCE) or Advanced 

(CAE) 162+ (모든 요소 154이상)
 n RMIT English Placement Test: Pre-Advanced 

레벨

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최소 25점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수학교과에서 Higher Level 
최소 2 Standard Level 최소 3

최소 24점 

(합계 점수에는 상점과 벌점이 포함됩니다.)

영어조건

다음 중 한 개 충족: 
 n English A1에서 최소 4 (Higher Level 혹은 

Standard Level)
 n English A2 최소 4 (Higher Level 혹은Standard 

Level)
 n English B에서 최소 4(Higher Level)
 n English B에서 최소 5(Standard Level)

참고: 자격은 RMIT 프로그램 시작 2년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한 개 충족:
 n English A1에서 최소 3 (Higher Level 혹은 

Standard Level)
 n English A2에서 최소 3(Higher Level 혹은 

Standard Level)
 n English B에서 최소 3(Higher Level)

 n English B에서 최소 4(Higher Level)
참고: 자격은 RMIT 프로그램 시작 2년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A level 과목 3개에서 최소 9점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A level 수학 교과에서 최소 C
학점

A level 과목 3개에서 최소 3점

영어조건 표준 대학진학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표준 유니스타트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이상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한 개 충족

 n 점수 1500점 (2400점 만점) 혹은 1060점 (1600

점 만점)

 n ACT composite 최소 점수 21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수학 교과에서 최소 C학점

GPA 1.0/4 이상

영어조건 표준 대학진학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표준 대학진학 영어 자격 요건표를 
참조하세요 (58쪽)

—
대한민국 교육과정 이수자

—
Vietnam Education System

—
(IB) DIPLOMA이수자

대학 학사과정 UniSTART 프로그램*

학업 조건
A level 과목 3개에서 최소 7점

공학/IT 전공 추가 요건: A level 수학 교과에서 최소 C학점
2 A Level과 1 AS Level 과목에서 최소 4점 

영어조건

Sucessfully complete one of the following:

 n 이상의 학점 – 모국어 혹은 영문학 과정 혹은, 

 n 이상의 학점 – 제2외국어  

 n UK GCE A Level: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영어로만 진행되는 한 개의 A Level 과목에서 최소 C (언어, 수학, 
음악 교과 제외)

참고: 자격은 RMIT 프로그램 시작 2년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
이수자

—
Sri Lanka A Levels

 입학 지원 자격 

중요: TOEFL, IELTS, Pearson and Cambridge 시험들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만 점수가 유효합니다.

*UniSTART 프로그램의 요건은 57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학생 모집 팀에 문의하세요.

추가 조건- 디지털 필름 및 영상 학부 지원:

지원자들은 1분짜리의 영상을 입학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 학부가 제시하는 주제로 제작 된 영상이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입학 상담관에게 문의하세요.

—
미국 교육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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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이공 캠퍼스 안에 거주시설은 1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내 집과 같은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파트들은 풀 옵션이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숙사 학생들은 
특별한 학업 공간, 부엌, 레크레이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룸 타입 수용 인원 학생 1인당 비용 
(1학기/16주)

학생 1인당 비용 
(4주)

싱글 스튜디오 1 VND 39,000,000 VND 10,700,000 

트윈 스튜디오 2 VND 28,500,000 VND 8,000,000

3베드룸 아파트먼트 3 VND 33,500,000 VND 9,300,000

5베드룸 아파트먼트 5 VND 32,000,000 VND 8,800,000

 n 풀 옵션
 n 에어컨 시설
 n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n 매주 침구 린넨 교체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 

포함)
 n 방 내부의 무선 인터넷
 n Printing Lab 인쇄실 시스템에 무선 연결
 n 방 내부의 금고

 n 현장에 이루어지는 RMIT 관리 경비 시스템
 n 각 층에 부엌,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전기쿡탑, 밥솥 구비 됨
 n 인쇄실 (무선 프린터, 작업 공간, 인터넷 연결)
 n 텔레비전, 보드게임, 당구대가 구비 된 

레크레이션 공간
 n 야외 테이블과 바비큐 공간이 있는 외부 뜰 공간
 n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와 판, 외부 의류 

건조 공간)
 n 푸드코트, 스포츠센터, 경기장 등의 모든 대학 

시설 이용가능

* 2021년도 기준 책정 비용

 기숙사 

추가 안내

bit.ly/Rmitaccommodation 

Isuri Fernando 
재학생 
국적: 스리랑카

  — 
스튜디오 / 아파트먼트 내 포함

  — 
서비스 및 시설 안내

저는 남사이공 캠퍼스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사랑합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서로 친하게 잘 지내며 
직원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무비나이트와 
같은 행사도 진행되면 우린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캠퍼스는 좋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이 
훌륭합니다. 훌륭한 소설 코너와 풍부한 
학업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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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버른을 제대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RMIT 베트남에서 원하는 전공과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면,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RMIT에서 
찾아보세요.  

다양한 학문 분야의 450개 이상의 전공과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멜버른의 RMIT 로 진학하고 싶다면, RMIT 베트남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서를 
접수해드립니다.

학생들은 표준 학비 (매 학기/수강과목수에 따라 지불) 혹은 고정 학비 (매 학년도)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지불하거나 수강과목마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RMIT 베트남은 2021학년도의 새로운 학생들에게 100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총 
42,000,000,000 vnd 상당의 금액입니다

 장학금 소개 

 학비 지불 방법 

최신의 학비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bit.ly/rmittuitionfee 

최신의 장학금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bit.ly/rmitscholarship 

RMIT 베트남 대학교는 매번 3번의 입학 지원 시기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s

학업 제안서 수락 
및 보증금 지불

RMIT 대학교에서 학업 시작!

온라인 입학 등록 
완료

6월

지원서 제출 합격 통지서       
(학업 제안서 
수령) 

2월 10월

 입학 지원 방법 

건축

건설

디자인

패션

부동산

예술 생체 의학 과학

경영경제

교육 분야

게임 디자인 보건 과학

법학정보 기술

과학
사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공학 분야

미디어

RMIT University CRICOS Provider Code: 00122A

멜버른 RMIT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bit.ly/RMITMelstudy 



RMIT VIETNAM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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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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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mit.edu.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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