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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시드니에서 국제적인 교육으로 당신의 
시야를 넓혀 보세요.

학생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 #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이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해마다 수백명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드니 시내 
중심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

시드니의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라는 명성은 35,000명의 
유학생들이 시드니를 선택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다문화 환경과 친절하고 활기찬 국제도시의 분위기를 
맘껏 즐겨 보세요.

시드니의 다양한 자연 유산을 즐겨보세요

여가시간에는 아름다운 바닷가나, 주변의 가까운 국립 
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시드니에는 볼 것도, 할 것도 아주 
많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드니의 이곳 저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2016 시드니 유학생 설문조사 
#cityofsydney.nsw.gov.au

88%
의 유학생들이 시드니를 
공부하기 좋은 도시로 
추천했습니다.#

#2016 시드니 유학생 설문조사

2



M
us

eu
m

 o
f

C
on

te
m

po
ra

ry
 

A
rt

Government
House

Observatory
Park

State
Library
of NSW

Parliament
House

Art Gallery
of NSW

Chinatown

Sydney 
Opera
House

Ferry Wharf

Syd
ney

 
Harb

our  

Brid
ge

Observatory
Park

Queen
Victoria
Building

Circular Quay
Station

Martin Place
Station

St James
Station

Town Hall
Station

Central
Station

Edgecliff
Station

Kings Cross
Station

Wynyard
Station

Museum
Station

30min

15min

5min

Darling
Harbour

Ultimo

Royal
Botanic
Gardens

Pyrmont

Barangaroo
Reserve

Barangaroo

Woolloomooloo

Darlinghurst
Double Bay

Hyde
Park

Moore Park

Centennial Parklands

Surry Hills

Belmore
Park

The
Rocks

Circular Quay

Sydney
Harbour

To Manly,
Mosman &
Watsons Bay

To Bondi Junction
& Bondi Beach

Darling Point

K
el

ti
e 

B
ayElizabeth

Bay

Rushcutters
Bay

Trumper Park

Clark Island

Steyne

Park

UTS
Tower

UTS InsearchUTS
Library

Key Shopping
Train stations
Walking distance

3



시드니 공과대학교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UTS 는 국제적인 도시 시드니 중심에 위치한 국제적이고 혁신적인 대학으로 산업 
현장에 유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UTS 일까요?

UTS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혁신이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모든 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사항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장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래형 캠퍼스

UTS는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설비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을 갖춘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미래형 캠퍼스를 
건설해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

UTS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한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 및 실제 사례 연구들은 이러한 
실무 중심 교육의 핵심이 되며 여러분의 미래의 고용주들을 
놀라게 할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줄  것입니다. 

학생이 최우선

UTS는 영어 지원, 학업 지원, 직업 개발, 의료 및 카운슬링 
서비스, 스포츠 활동 및 설비,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및 상호 
지원 기회 제공, 숙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학연계

모든 UTS 학부는 산업계의 자문 위원회가 주도하며, 
수업 내용은 산업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계됩니다. 또한 다수의 학과 과정이 전문 협회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졸업시 취득한 학위는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중심 대학

UTS는 신흥 학문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연구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 대학이 중점을 두고 있는 5개 
전문분야는 보건, 데이터 과학, 지속가능성, 미래 직업, 산업 
및 사회의 미래 등입니다. 

직업 그 이상 

UTS 커리어스 서비스는 무료 진로 상담, 이력서 체크 
및 취업 워크숍 등 여러분의 취업 전망을 밝게 해 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취업 게시판, 업계 
취업박람회나 국제 동문 네트워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더 가까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기업 철학을 가진 
회사에서일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마리아 마가리타 
말도나도 
(Maria Margarita Maldonado)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

콜롬비아와 페루 지역  
페이스북 마케팅 매니저

UTS 상경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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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랭킹

QS 세계 대학 학과 랭킹 2018

상위 50위 학과 상위 51-100 위 학과

회계 및 재무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과학

교육학

상위 101 - 150 위 학과

건축학

토목 공학

경제학

전기 공학

환경 과학

통계학

28위

40위

7위 간호학 

아트 및 디자인                    

법학

위

2016-2018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신흥 대학 랭킹  

호주에서 1위

1
2016-2018  
QS 세계 대학랭킹®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대학  
TOP 50 중 세계에서 8위

8
2016-2018  
QS 세계 대학랭킹® 
에서 뽑은  
설립 50년 미만 대학  
TOP 50 중 호주에서 1위

상위

2018 QS 취업경쟁력 
순위에서 세계에서 상위  
100위 안에 선정

100
2014–2018 QS Stars  
국제 대학 랭킹™에서  
별 다섯 개 취득

별 다섯 개

위 위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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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Insearch 를 
선택하는 이유

90%
이상의 디플로마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UTS 학사 과정으로 입학합니다.^

해마다

*2개 과목 이상 낙제하지 않고 디플로마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에 한함.

^UTS Insearch 2017 편입학 보고서

UTS 입학 보장

UTS Insearch의 디플로마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UTS 대학 해당 학사과정*으로의 입학이 보장됩니다 *.

학생에 대한 지원은 크고 학급 규모는 작다 

모든 UTS Insearch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업 지원 
프로그램, 1대1 개인지도, 학습방법  워크숍 및 상주 학업 
지도 교사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UTS의 일부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은 UTS와 연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디플로마 학생들은 UTS 학사과정의  
1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의미합니다. 

최신 기술 및 설비

여러분은 최신설비를 갖춘 강의실 및 교실, 영어 어학센터 
및 학업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실과 세계 수준의 도서관을 
비롯한 UTS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양성 

UTS Insearch 는 우수한 유학생들에게 호주 달러 $2000
상당의 리더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직장에서 필요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주간의 실무 연수가 포함됩니다. 

보다 나은 학습 방법

학과목 뿐 아니라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변화와 
기회들에 대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6



진학 방법 – 
UTS로 가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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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맞을까?

영어 프로그램

본교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권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업 능력을 기르는 수업도 제공합니다.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혹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UTS Foundation Studies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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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해서  
UTS Insearch가 운영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광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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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S 학사 
1학년 혹은 2학년^

진로 
03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디플로마 
8개월, 12개월, 16개월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진로 
02

UTS  
Foundation Studies 
8개월 혹은 12개월

디플로마 
8개월, 12개월, 16개월

UTS 학사 
1학년 혹은 2학년^

진로 
01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UTS 학사 
1학년#

UTS  
Foundation Studies 
8개월 혹은 12개월

UTS 학사 혹은 
석사 과정**

Path 
04

아카데믹 영어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1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고등학교 
(12학년 혹은  
이와 동등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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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프로그램 

General English (GE) 
일반 영어(제너럴 잉글리쉬:GE)

CRICOS CODE: 032422B

본 프로그램은 대학 공부에 필요한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레벨 당 5주에 걸쳐 100시간 수업

Academic English (AE1-AE3)  
아카데믹 영어

CRICOS CODE: 032410F

본 프로그램은 UTS 파운데이션 과정과 UTS Insearch 디플로마 
연장 과정 입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레벨 당 10주에 걸쳐 200시간 수업

Academic English (AE4) 
아카데믹 영어

CRICOS CODE: 032410F

UTS Insearch의 일반 혹은 속성 디플로마 과정 입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10주에 걸쳐 200시간 수업

Academic English (AE5) 
아카데믹 영어 
CRICOS CODE: 032410F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 성공적인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쌓고 관련 기술을 닦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10주에 걸쳐 200시간 수업

UTS Insearch는 25년 이상 유학생들에게 최상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호주 최고의 영어 어학 교육 기관 중 하나입니다. 

영어 프로그램의 기간은 입학 시 여러분의 영어 수준과 원하는 학업 진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학 조건 레벨 학습 주제 이후의 진로 

AE1
•  우리가 사는 세상

•  라이프 스타일
레벨 AE2로 진급

AE2
•  사람들

•  사회
레벨 AE3로 진급

AE3 •  비즈니스

•  국제화

다음으로 자동입학:

•   UTS Foundation Studies
•   UTS Insearch 연장 디플로마 과정

혹은

레벨AE4로 진행

AE4 •  인터넷 사회

•  도시

다음으로 자동입학: 

•   UTS Insearch 속성 디플로마    
  혹은 일반 디플로마

혹은

레벨AE5로 진행

AE5
•  조직

•  글로벌 사회에서의 
      리더쉽

다음으로 자동입학: 

•   UTS 학사 과정

•   석사 과정

IELTS TOEFL iBT PTE

평균 4.0 25 22

쓰기 ≥ - - 22

모든 분야 ≥ 3.5 - -

IELTS TOEFL iBT PTE

평균 4.5 35 32

쓰기 ≥ - - -

모든 분야 ≥ 4.0 7 22

IELTS TOEFL iBT PTE

평균 5.0 45 38

쓰기 ≥ - - -

모든 분야 ≥ 4.5 9 32

IELTS TOEFL iBT PTE

평균 5.5 55 46

쓰기 ≥ - - -

모든 분야 ≥ 5.0 12 38

IELTS TOEFL iBT PTE

평균 6.0 75 54

쓰기 ≥ 5.5 18 46

모든 분야 ≥ 5.0 1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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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Foundation 
Studies
UTS 파운데이션 스터디스의 기간은 학생의 최종 학력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18페이지에 있는 대학 입학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UTS Foundation Studies 이수 후 공부할 수 있는 UTS 과정:

 • 건축

 • 비즈니스

 • 커뮤니케이션

 • 창의적 지능 및 혁신

 • 디자인

 • 교육

 • 공학

 • 정보 기술

 • 국제 관계

 • 법학

 • 간호학

 • 과학

Standard – 일반 과정 (2학기 - 8개월)

일반 과정에서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디플로마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UTS 학사과정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tended – 연장 과정 (3학기 - 12개월)

연장 과정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디플로마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UTS 학사과정 1학년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UTS Foundation Studies 과목

1 학기 2 학기 3 학기

일반 과정

총 과목수: 

한 학기당 4과목 –
성적이 나오는 과목 
8개

한 학기당 1과목 -
성적이 나오지 않는 
보충 과목2개

• Foundation English 1 /  
Advanced English 1*

• Digital Literacies

• Introduction to Mathematics 1 or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 Choose one elective:

• Multimedia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Skills class (ungraded):

• Academic Skills 1

• Foundation English 2 /  
Advanced English 2*

• Introduction to Creative Thinking

• Professional Environments

• Choose one elective:

•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or Introduction to 
Mathematics 3^

• Multimedia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Skills class (ungraded):

• Academic Skills 2

연장 과정

총 과목수:

한 학기당 4과목 -
성적이 나오는 과목
12개 

한 학기당 1과목 -
성적이 나오는 과목 
보충 과목 3개

• Foundation English 1 /  
Advanced English 1*

• Australian Studies

• Introduction to Mathematics 1 or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 Society and Culture

• Skills class (ungraded):

• Academic Skills 1

• Foundation English 2 /  
Advanced English 2*

• Digital Literacies

• Choose two electives:

•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or Introduction to 
Mathematics 3^

• Multimedia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Skills class (ungraded):

• Academic Skills 2

• Academic Communication / 
Advanced English 3*

• Introduction to Creative Thinking

• Professional Environments

• Choose one elective:

•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or Introduction to 
Mathematics 3^

• Multimedia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Skills class (ungraded):

• Academic Skills 3

* 참고: 고급 영어 과목은IELTS 6 이상, 쓰기에서 5.5 이상의 점수(혹은 동일한 수준)를 얻은 학생에 해당함. 
^공학계열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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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 Insearch 
디플로마 프로그램
  

Accelerated – 속성 프로그램 (2학기 - 8개월)

본 프로그램은 UTS*의 첫 학년과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TS 학사과정에 입학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당한 학업량이 요구됩니다. 

Standard – 일반 프로그램 (3학기 - 12개월)

UTS*의 첫 학년과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속성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12개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더  여유있게 호주의 대학 교육에 적응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tended – 연장 프로그램 (4학기 - 16개월)

본 프로그램은 UTS의 첫 학년과 같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학기에 본인의 영어 수준에 적합한 추가과목 및 
아카데믹 영어 또는 아카데믹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디플로마 과정 기간은 여러분의 영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4페이지에 영어 입학 요건을 참고하십시오. 

Diploma of Business 
비즈니스 디플로마

마케팅과 경영부터 재무 및 회계까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인기 높은 학위를 취득하세요. 비즈니스 디플로마 코스를 통해 
UTS 비즈니스 학사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Diploma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디플로마 

수업을 시작하는 첫 날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진으로부터 게임화, 신기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와 관련된 현장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Diploma of Design and Architecture 
디자인 및 건축 디플로마 

본 디플로마 과정은 건축학, 인테리어, 애니메이션, 그래픽, 
상품 혹은 패션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디플로마는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졸업생 합동 전시회로 마무리 됩니다. 

디플로마 과정: 

Diploma of Engineering 
공학 디플로마

공학은 의학 장비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외딴 지역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 원천입니다. 
공학 디플로마는 매우 가치있고 도전적이며 재미있는 
과정으로, 공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완벽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Diploma of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디플로마 

본교는 이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 웹 디자이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어플리케이션 설계자에 이르기까지 
미래 IT 분야의 선두 주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컴퓨팅과 정보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기술을 배우고, 필수과목과 더불어 더 심화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Diploma of Science 
과학 디플로마

과학 디플로마를 통해 학생들은 오늘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과학적 사고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과학자는 미래를 바꾸고 인류가 당면한 주요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교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UTS 학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UTS 학부의 자문을 바탕으로 설계된 과정입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해당 UTS 학사 학위 중 36-48 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공학, 정보 기술 과목은 해당 UTS 학위에 대해 48 학점이 인정됩니다. 과학 
과목은 UTS 과학 학위로 최고 4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디자인 및 건축과목은 UTS 디자인 학위에 
대해 36학점이 인정됩니다. 
^두 과목 이상 낙제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디플로마를 이수한 경우에 기반을 둠
# UTS 학사 과정에 진학하는 시점은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 달라지며,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에서 2과목 이상 낙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비즈니스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비즈니스 학사  
2학년으로 편입 ^

공학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공학 학사  
2학년 입학(Honours)^

정보 기술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2학년 입학
UTS 정보통신 과학 학사, 혹은 UTS비즈니스 학사 및 
정보통신 과학 학사(복수전공)

과학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과학 학사 
1학년 혹은 2학년 편입 #

커뮤니케이션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커뮤니케이션 학사 
1학년 혹은 2학년 입학#

디자인 및 건축 디플로마  
8, 12, 혹은 16개월

UTS 디자인 학사 혹은 건축 학사  
1학년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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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숙소

지속적인 학업 지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Urbanest와 협력아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학생 숙소입니다. 본교 캠퍼스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기타 

UTS 하우징  서비스는 쉐어 하우스, 아파트, 스튜디오, 독방 
등을 포함한 개인 임대 주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준비 주간

코스 시작에 앞선 준비와 강사진과 학우들을 
만납니다. 

HELPS센터

본 센터는 교습 지원, 학습 지원 수업과 및 스피킹 
그룹 등의 활동을 운용합니다. 

1대1 개별 지도

무료로 제공되는 1대 1 개별 지도를 통해 과제와 
시험에 대비하세요.

과목 코디네이터 상담

과목 코디네이터는 여러분이 특정 과목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학업 능력 워크숍

학생들이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기 동안 매주 
무료 학업 능력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우간 지원

선발된 학생 도우미가 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다른 학우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우 멘토링

학우 멘토가 여러분이 시드니 생활에 잘 정착하고, 
호주의 문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담 학업 지도 교사

여러분이 과정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무리없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학업 지도 교사가 
도움과 조언을 줄 것 입니다.

상담 서비스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사적인 문제로 
누군가와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18세 미만의 유학생이라면, 호주 가정에서 머물면서 호주의 
삶을 경험해 보고 영어로 말하기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홈스테이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숙소 선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본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insearch.edu.au/student-life/
accommodation

주의 사항: 18세 미만의 유학생은 반드시UTS: Insearch가 승인한 
숙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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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꿈은 저희 가족의 사업을 
크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시켜, 언젠가는  
다국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임슨 살림, 
비즈니스 디플로마 학생 
Dianne Leckie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및 상금 수여

장학금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공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본교의 
핵심 업무입니다.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냈다면 이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교는 유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anne Leckie 기념 장학금

Dianne Leckie 기념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학생에게 매해 수여되는 장학금입니다. 자격 요건은  
UTS Insearch 비즈니스 디플로마를 수료하였고UTS 
비즈니스 학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상금
본교는 매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호주 달러로 $2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과장 장학금 및 우수 졸업생상

학과장 장학금은 각 과정마다 첫 학기에 가장 높은 평점
(GPA)을 기록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디플로마 과정이나UTS 
파운데이션 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우수 졸업생상은 본인이 등록한 과정이 종료될 때 가장 높은 
평점을 취득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일하게 높은 평점을 취득한 경우, 상금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기타 장학금 

Aspire Scholarship  
(미래의 꿈 장학금)

Future Innovators Scholarship 
(미래 혁신 장학금)

Future Leaders Scholarship 
(미래 지도자 장학금)

이상의 장학금 및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2018-2019년 동안  

호주 달러로

장학제도 및 상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insearch.edu.au/scholarships

A$3만

12



“제 꿈은 저희 가족의 사업을 
크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시켜, 언젠가는  
다국적 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학과 일정 및 학비

입학 개강 (오리엔테이션 포함) 일반과정 종강 ( 2 학기 - 8개월) 연장 과정 종강 (3 학기 -12개월)

2018년 6월 25/06/2018 18/01/2019 07/06/2019 

2018년 10월 08/10/2018 07/06/2019 20/09/2019 

2019년 3월 04/03/2019 20/09/2019 17/01/2020 

2019년 6월 24/06/2019 17/01/2020 05/06/2020 

2018/2019 UTS Foundation Studies

입학 개강 (오리엔테이션 포함) 속성 과정 종강  
(2 학기 - 8개월)

일반과정 종강 
(3 학기 -12개월)

연장 과정 종강 
(4 학기 -16개월)

2018년 6월 25/06/2018 18/01/2019 07/06/2019 20/09/2019

2018년 10월 08/10/2018 07/06/2019 20/09/2019 17/01/2020

2019년 3월 04/03/2019 20/09/2019 17/01/2020 05/06/2020 

2019년 6월 24/06/2019 17/01/2020 05/06/2020 18/09/2020 

2018/2019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입학 구분 개강 종강

1학기 오리엔테이션

수업

18/02/2019

11/03/2019

08/03/2019

29/06/2019 

2학기 오리엔테이션

수업

22/07/2019

22/07/2019

26/07/2019

09/11/2019 

예약비 A$290

1인실 A$315 /주

2인실 A$280 /주

18세 미만-1인실 A$365 /주

18세 미만-2인실 A$325 /주

특별 식단 요구시 A$70 /주

공항 마중 A$160 (학생만 해당)

2019 UTS 과정*

2019 홈스테이 비용가격

*모든UTS 과정의 개강 및 종강일이 위와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학위과정의 일정을 알고 싶으시면 
uts.edu.au 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요금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예약비는 한 번만 지불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2인실은 공실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스테이 가격에는 하루 2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5주 단위로 예약해야 
합니다.

2018 입학 개강 종강

Term 1 08/01/2018 09/02/2018 

Term 2 12/02/2018 16/03/2018 

Term 3 19/03/2018 20/04/2018 

Term 4 23/04/2018 25/05/2018 

Term 5 28/05/2018 29/06/2018 

Term 6 02/07/2018 03/08/2018 

Term 7 06/08/2018 07/09/2018 

Term 8 10/09/2018 12/10/2018 

Term 9 15/10/2018 16/11/2018

Term 10 19/11/2018 21/12/2018 

2018 입학 개강 종강

Term 1 07/01/2019 08/02/2019

Term 2 11/02/2019 15/03/2019

Term 3 18/03/2019 19/04/2019

Term 4 22/04/2019 24/05/2019

Term 5 27/05/2019 28/06/2019 

Term 6 01/07/2019 02/08/2019 

Term 7 05/08/2019 06/09/2019 

Term 8 09/09/2019 11/10/2019 

Term 9 14/10/2019 15/11/2019

Term 10 18/11/2019 20/12/2019 

2018/2019 UTS Insearch 영어과정

코스 구분 학비

UTS Insearch 
영어과정

일반 영어(GE)

아카데믹 영어(AE)

A$525 /주

A$525 /주

UTS Foundation 
Studies

일반 (2 학기 – 8 개월)

연장 (3 학기 -12개월)

A$25,250

A$36,250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속성 (2 학기 - 8개월)

일반 (3 학기 - 12개월)

연장 (4 학기 -16개월)

A$31,000

A$31,000

A$37,500

2019 수업료

수속비: 유학생이 UTS Insearch에 처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A$25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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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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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어 입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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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LTS (Academic) 총 점5.5 에 쓰기 최소 5.0 총 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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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

전체 46, 쓰기 최소 38 전체 46,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최소 38

UTS Foundation Studies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정보

Extended Diploma – 연장 과정 
(4 학기 -16개월)

Standard Diploma – 일반 과정 
(3 학기 --12개월) 

Accelerated Diploma – 속성 과정 
(2 학기 -8개월)

IELTS (Academic) 총 점5.5 에 모든  
영역에 최소 5.0

총 점 6.0에 쓰기 최소 6.0 총 점 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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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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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수준의 영어
호주 교육 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유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IELTS 시험이나 PTC(Academic)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 11학년을 이수하였고 ESL 점수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HSC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얻은 경우 

UTS Insearch 영어 과정을 통해 UTS로 바로 진학하는 경우, 대부분의 UTS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AE5를 이수해야 합니다. 
일부 UTS 학위 과정들은 AE5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UTS 로의 진학
UTS 과정 영어 입학 요건은international.uts.edu.au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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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격증 및 국가/지역별 입학 조건

자격증 UTS 파운데이션 스터디스*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Extended – 연장 
(3학기 - 12개월)

Standard – 기본 
(2학기 -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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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Assessment 
Certificate  
(국제 평가자격증)

신청시 신청시 GPA 2.30 연장 과정
GPA 2.60 일반 및 속성 과정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학위)

디플로마 1학년 성공적으로 이수 18 21

교육 받은 
국가/지역

UTS Foundation Studies* UTS Insearch 디플로마 과정

Extended – 연장 
(3학기 - 12개월)

Standard – 기본 
(2학기 -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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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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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 평균 70% 혹은 
고등학교 3학년 60% 아카데믹 과목 
혹은 GEE 60

고등학교 3학년 65% 혹은CSAT 290 혹은 
GEE 80

1단계  
여러분의 거주 국가에 위치한UTS INSEARCH 공식 지정 
에이전시를 통하여 지원합니다. 

유학생은 반드시 UTS Insearch 공식 에이전시를 
통해서 입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공식 
에이전시를 찾으시려면 insearch.edu.au/how-to-apply/
international-student-applications를 참조하십시오. 

신청시, 영어로 번역된 자격증/학력 및 성적표(영어로 번역)
의 공증사본을 작성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nsearch.edu.au/how-to-apply 를 
참고하십시오. 

2단계  

신청 접수 확인

입학신청을 접수한 뒤 본교는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입학이 허가되면, 신청한 과정과 학비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입학 승인 편지(오퍼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3단계
수업료를 지불하고 수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해당 과정에 대한 입학 허가를 수락하시려면, 반드시 
수업료를 지불하고 수락서(Acceptance Form) 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료는 Flywire(선호 지불 방식)을 
통해 호주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 입학을 보장받고 비자 발급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비 납부를 서둘러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단계  
등록확인서(CoE) 수령

학생으로부터 학비 및 수락서를 수령한 후, UTS Insearch
에서 학생 비자 신청에 필요한 등록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UTS Insearch 과정과 UTS 학사 과정을 합친 전체기간에 
대해 패키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UTS 학사 과정에 
대한 등록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수수료 A$110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UTS Insearch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insearch.edu.au/how-to-apply/international-student-applications 를 참고하십시오.

신청방법

위의 아카데믹 과정 입학 조건은 본 책자 인쇄 당시 정확한 자료입니다. 최신 입학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insearch.edu.au 를 방문하십시오. 
*최소 연령 요건에 대한 중요 사항:  UTS 파운데이션 과정의 입학 요건에 부합하고, 파운데이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유학생의 경우, UTS Insearch 디플로마 
코스에도 등록을 하고 해당 디플로마 개강 시17세가 되는 경우에만UTS 파운데이션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UTS Insearch 아카데믹 과정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학 요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카데믹 과정
입학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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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연락처
주소
UTS Insearch Student Centre

Ground floor, 187 Thomas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전화번호+61 2 92188666 (호주 밖에서 걸 때)

전화번호: 1800 896 004 (호주 내에서 걸 때)

이메일: courses@inseach.edu.au

insearch.edu.au
팔로우 하세요

UTSINSEARCHFAN

UTSINSEARCH UTSINSEARCHCHANNEL

UTS_INSEARCH

insearch.edu.au/blog

UTS-INSEARCH

INSEARCH

UTS:INSEARCH UTS_INSEARCH

사진담당:  
커버 사진: (i) Edward Tran, 학생 이미지
원문 배경: (i) Andy Roberts 및 Edward Tran, 학교 건물 및 학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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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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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25463-KR_0618

이 책자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당시 정확한 자료입니다.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보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TS 
Insearch는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본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insearch.edu.au 를 방문하십시오. 

Diploma of Business: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70300G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53606J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2A 

Diploma of Communication: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80602M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80601A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3M 

Diploma of Design and Architecture: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82795C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82796B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4K 

Diploma of Engineering: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70305C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70304D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5J 

Diploma of Information Technology: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70299G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53604M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6G 

Diploma of Science: 
2 Semesters (Accelerated) CRICOS course code: 070302F 
3 Semesters (Standard) CRICOS course code: 070301G 
4 Semesters (Extended) CRICOS course code: 080147G

UTS Insearch CRICOS course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