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진학 영어 5주 
프로그램은 호주 교육기관에서 준학사나 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대와 성공 방법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제공합니다.

AE
원하는 학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
진학 영어  



진학 영어1: 111367A, 진학 영어 2: 111368M, 진학 영어 3: 109382J,  진학 영어 4: 109383H. 
해당 과정은 Navitas English Services Pty Ltd(ACN 002 069 730, CRICOS 교육기관 코드 
00289M)에서 제공합니다. NAVE221201-0840 1222_AW

5주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터득할 8가지 
학습 기술과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비롯해 문법과 어휘 습득 
능력을 향상합니다.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와의 1-2-1 회의 세션을 통해 각 평가 과제를 제때에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학업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진행하여 대비합니다.

학업과 과제 수행에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진학 후 
과제를 수행할 때 유용한 부분입니다.

정원이 제한되므로 지금 등록하세요!
english@navitas.com
navitasenglish.edu.au

팔로우 계정 

@navitasenglish 

A 모듈 B 모듈

아카데믹  
영어 2
디플로마  
학생들을  

위해

세계 시사 문제에 관한 소규모 그룹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학술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세계적 현안에 관해 350~400 단어 분량의 체계를 갖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각 자료를 사용해 그룹별로 정보를 조사 및 발표한 후 5분 
길이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한 사안의 양면을 모두 다루는 에세이를 수업 시간에 연습하고 
작성합니다.

세계적 현안에 관해 350~400 단어 분량의 체계를 갖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학술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 특정 분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작성합니다.

자신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학 영어 3
학위 과정 
학생 대상

4 가지 자료 출처를 사용해 토론 에세이를 수업 시간에 연습하고 
작성합니다.

읽은 정보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이 사용할 증거 자료를 세심히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 또는 학업 분야에 관한 10~12분 길이의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발표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현안을 조사해 시각 자료가 포함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5분 길이의 
세미나 토론 주제도 미리 마련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공동 발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공동 그룹 토론에 참여하는 능력을 자세히 평가 
받게 됩니다 - 대학교와 향후 직장에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에세이를 연습하고 
작성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조사한 후 12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카데믹  
영어 4

학위 학생들을  
위해

구두 및 서면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통합 
시험을 준비합니다.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글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12~15분 길이의 세미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발표합니다.

시각 자료를 사용해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방법과 
5분 길이의 세미나 토론을 주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리된 주장과 증거 자료를 포함시킨 장문의 
조사 리포트를 준비합니다.

주제에 대해 조사한 후 1500단어 분량의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추천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

두 개의 학술 자료에 기반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 활동은 비판적인 독해와 핵심 정보 참조 및 타인과의 토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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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5주 과정은 현재 준학사나 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나, 향후 시작할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학할 과정의 수준에 따라 아카데믹 영어 2, 3 또는 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레벨 각각에서 A 또는 B 모듈을 5주간, 아니면 A + B 
모듈을 10주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은 컬리지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내용을 다룹니다.

표절을 방지하는 법

언어 능력과 연구 및 프레젠테이션 기량을 강화합니다. 향후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학업 과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과 같은 시간 관리 기술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앞으로 컬리지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꼭 터득해야 
할 능력입니다.

많은 예습 분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익혀 컬리지나 대학 
과정의 첫 수업부터 뛰어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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