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학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

진학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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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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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할 학업의 레벨에 따라 진학 영어 2 또는 진학 영어 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레벨 각각에서 A 모듈과 B 모듈 중 하나를
5주 동안 공부하거나, A와 B 모듈 모두를 10주 동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에서 다루는 영역은 컬리지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A 모듈

진학 영어 2
준학사 과정
학생 대상

수업을 통해 두 가지 작문 평가를 연습하고 완료 – 과정 설명 및
비교와 대조 에세이

수업을 통해 두 가지 작문 평가를 연습하고 완료 –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래프 설명 에세이

이러한 작문 과업은 대학교나 기술전문 컬리지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작문 과업은 대학교나 기술전문 컬리지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기술입니다.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발표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현재 이슈를 조사하고 시각 자료가
포함된 10~12분 길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참석자들이 5
분 정도의 세미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토론 주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문헌 조사 연습 및 완료

진학 영어 3
학위 과정
학생 대상

2
3
4
5
6
7
8

실제 학술 조사 방법을 사용해 1000단어 분량의 연구 보고서를
연습하고 작성합니다.

20분 길이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준비 및 발표

학술 텍스트를 세밀하게 읽고 그 내용을 2000단어로 요약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현재 이슈를 조사하고 시각 자료가
포함된 15분 길이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참석자들이 5분
정도의 세미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토론 주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우들과 공동 토론 과업에 참여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조사 에세이 연습 및 완료.

이 과업은 향후 대학이나 직장에서 필요하게 될, 공동 그룹
토론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해당 주제를 조사한 후 1600단어 분량의 학술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5주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터득할 8가지
1

B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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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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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 영어1: 077031A, 진학 영어 2: 077032M, 진학 영어 3: 077033K.
해당 과정은 Navitas English Services Pty Ltd(ACN 002 069 730, CRICOS 교육기관 코드
00289M)에서 제공합니다. NAVE210209-0917 0321_AW

정원이 제한되므로 지금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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