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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류

•  영어프로그램

•  UTS Foundation Studies
•  디플로마 프로그램:

• 비즈니스

• 커뮤니케이션

• 디자인 및 건축

• 공학  

• 정보 기술(IT)

• 과학

* 두 과목 이상 낙제하지 않고 디플로마를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UTS Insearch 와 함께 성공적인 대학 
생활 및 미래를 준비하세요.

UTS Insearch 에서는 다양한 영어 어학 프로그램,  
UTS Foundation Studies 및 디플로마 과정 등,  
여러분의 자신감과 학업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마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UTS 로 입학이 보장 됩니다*.

      선택 과정에 따라 UTS 대학 2학년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크고, 학급 규모는작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 및 설비 영어  센터를 비롯하여  
    최신 기술을 갖춘 강의실과 교실이 있습니다.

      이 리더쉽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학과 공부할 때부터  
    장차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길러주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프로그램

본교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업 능력을 기르는 수업도 제공합니다. 

UTS Foundation Studies, 디플로마 
혹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UTS Foundation Studies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입학 준비 프로그램으로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UTS 학사과정  
1 학년으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UTS Foundation Studies 는 
유학생들을 위해 UTS를 대행해서  
UTS Insearch 가 운영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광범위한 
인맥을 만드세요.

디플로마 프로그램

본교 디플로마 코스는 UTS 학사 
과정으로 바로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력에서나 영어 입학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일반 과정 (Standard programs)과 
속성 과정 (Accelerated programs) 중  
본인에게 적합한 디플로마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전공과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연장 
과정 (Extended program)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쉽 특혜장학금

A$7,000상당의 장학금 패키지로  

자신에게 잠재된 리더쉽을 찾으세요

insearch.edu.au/leadership-advantage 를 

클릭하세요.

진학 방법 — 
UTS로 가는 길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맞을까?

* 영어 실력이 입학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UTS Insearch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UTS 학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시점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며, 2개 과목 이상 낙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전공 학과가 2학년으로의 편입을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 학점 면제에 대한 정보는 본 안내책자 10쪽에 나와있는 개별 코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 진로는 요구되는 평점(GPA)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E5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대부분의 UTS 학사 및 석사 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UTS 대학 입학 영어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TS 웹사이트의 각 학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노트

UTS 학사

1 학년 혹은 2 학년^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디플로마

8 개월, 12 개월, 16 개월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UTS  
Foundation Studies

8 개월 혹은 12 개월

디플로마

8 개월, 12 개월, 16 개월

UTS 학사

1 학년 혹은 2 학년^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UTS 학사

1 학년#

UTS  
Foundation Studies

8 개월 혹은 12 개월

UTS 학사 혹은 

석사 과정**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진로 
03

진로 
02

진로 
01

진로 
04



한국인 입학조건

과정 구분 수업료

UTS Insearch  
영어과정

General English (GE) 일반 영어 (GE)

Academic English (AE) 아카데믹 영어 (AE)
A$540 주
A$540 주

UTS Foundation 
Studies

Standard 일반 프로그램 (2 학기 - 8 개월)

Extended 연장 프로그램 (3 학기 - 12 개월)
A$26,500 
A$38,000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Accelerated 속성 프로그램 (2 학기 - 8 개월)

Standard 일반 프로그램 (3 학기 - 12 개월)

Extended 연장 프로그램 (4 학기 - 16 개월)

A$32,000 
A$32,000 
A$39,000

2020 수업료 수속비: 유학생이 UTS Insearch에 처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A$250의 유학생 수속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속비는 한 번만 지불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과목 낙제: 수업료는 낙제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정됩니다. 
낙제하여 재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수업료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UTS Insearch 패키지 할인: UTS Insearch 아카데믹 패키지는 UTS 
Foundation Studies 파운데이션 과정과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을 묶은 것으로, 예비 영어 코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UTS Insearch 아카데믹 패키지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총 영어 
수업료의 5퍼센트를 할인 받습니다. UTS 파운데이션 과정과 패키지로 
묶는 경우, 디플로마 과정 수업료의 5퍼센트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xtended 연장 프로그램 (3 학기 - 12 개월) Standard 일반 프로그램 (2 학기 - 8 개월)

IELTS (학생) 총 점 5.5 에 쓰기 최소 5.0 총 점 5.5 에 모든 영역에 최소 5.0

TOEFL-PB 525 TWE 4.0 525 TWE 4.0

TOEFL-CB 197 TWE 4.0 197 TWE 4.0

TOFEL- iBT 71 /쓰기에서  16 71 /쓰기에서  16 

UTS Insearch English AE3 패스 등급 AE3 패스 등급

Pearson Test of English PTE (학생) 전체 46, 쓰기 최소 38 전체 46,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최소 38

UTS Foundation Studies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Extended 연장 프로그램  
(4 학기 - 16 개월)

Standard 일반 프로그램  
(3 학기 - 12 개월) 

Accelerated 속성 프로그램  
(2 학기 - 8 개월)

IELTS (학생) 총 점 5.5 에 모든 영역에 최소 5.0 총 점 6.0 에 쓰기 최소 6.0 총 점 6.0 에 쓰기 최소 6.0

TOEFL-PB 525 TWE 4.0 550 TWE 4.5 550 TWE 4.5

TOEFL-CB 197 TWE 4.0 213 TWE 4.5 213 TWE 4.5

TOFEL- iBT 71 /쓰기에서  16 80 /쓰기에서 21 80 /쓰기에서 21  

UTS Insearch English AE3 패스 등급 AE4 패스 등급 AE4 패스 등급

Pearson Test of English  
PTE (학생)

전체 46,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최소 38

전체 54,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최소 54

전체 54,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최소 54

영어 입학 요건

UTS Foundation Studies

Extended 연장 과정  
(3 학기 - 12 개월)

UTS Foundation Studies

Standard 일반 과정  
(2 학기 - 8 개월)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Extended 연장 프로그램 (4 학기 - 16 개월)
Standard 일반 프로그램 (3 학기 - 12 개월)
Accelerated 속성 프로그램 (2 학기 - 8 개월)

고등학교 2학년 평균 65% 혹은 고등학교 3학년 
60% 아카데믹 과목만 적용 혹은 GEE 60

고등학교 2학년 평균 70% 혹은 고등학교 3학년 
60% 아카데믹 과목만 적용 혹은 GEE 70

고등학교 3 학년 65%  
혹은 CSAT 290 혹은 GEE 80

아카데믹 과정 입학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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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orrect at time of printing July 2019.

UTS Insearch CRICOS provider code: 00859D   I   UTS CRICOS provider code: 00099F   
Insearch Limited (UTS Insearch) is a controlled entity of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and a registered private higher education provider of pathways to UTS.    
UTS Foundation Studies CRICOS course code: 2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82432G | UTS course code: C30019   I   3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2433G | UTS course code: C30020   I   UTS Foundation Studies is a UTS course, 
delivered by Insearch Limited (UTS Insearch), on behalf of UTS. The UTS Foundation 
Studies program meets the requirements for Foundation Programs which have been 
registered on CRICOS for delivery in Australia providing academic preparation for entry 
into first year undergraduate study to overseas students.

2019년 QS 세계 대학 학과별 랭킹 

상위  
50위  
학과

상위  
51-100위 

학과

상위  
101-151위 

학과

10위

간호학

23위

아트 및  
디자인

24위
스포츠  

관련학과

36위
도서관 & 정보 

관리학과

2020년  
QS 세계 대학랭킹에서 뽑은 설립 50
년 미만 대학 TOP 50중 호주 1위

1 1 11 13

64 140 200

위 위 위 위

위 위 위

2019년  
QS 졸업생 취업률 순위에서 세계 
대학 중

2019년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호주대학 중

2019년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선정한 세계 대학 중 

2020년  
QS 세계대학랭킹® 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세계 대학 중

2019년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대학 TOP 50중 
세계에서 16위

별 다섯개

2018-2021년 
QS 스타스 대학랭킹™ 7개 
부문에서 별 다섯개 획득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에서 선정한 세계 
대학 중

UTS 랭킹

•   경제 및 매니지먼트
•   경제학 및 경제계량학
•   교육학
•   공학및 테크놀로지

•   환경연구학
•   수학
•   사회과학 및 매니지먼트
•   통계 및 오퍼레이션 리서치 

•   회계 및 재무
•   건축
•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학과
•   컴퓨터 사이언스 및 정보 시스템

•   공학- 토목 및 구조 
•   공학-전기와 전자
•   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