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학 영어는 4 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어권 
학생들의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입학을 위해 고안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컬리지, 대학 및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학문적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AE
진학 영어를 통해 여러 분의 학업 목표를 성취하세요진학 영어를 통해 여러 분의 학업 목표를 성취하세요



나비타스 잉글리쉬 과정 관련나비타스 잉글리쉬 과정 관련
•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강사진

• 과정 전반에 걸친 과제 기반 활동 및 그룹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92% 의 수료율/진학율*

과정 특성들과정 특성들
• 개개인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룹 목표에 맞춘 집중적인 특별한 

수업

• 학문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영어 스킬 개발/발전

•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세미나와 같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자신감 확보

• 선생님과 일대일 학업 상담

• 일일  마이스터디 선택 옵션

진학 영어를 통해 가능한 영어 레벨 예

진학 영어 4 진학 영어 4 

아이엘츠 평점 6.5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 과정 입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학술 토론에서 필요한 아이디어의 준비, 협상, 수긍 및 
정당화시키는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지문 및 구문형 텍스트에서의 아이디어의 이해 및 분석, 비평,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넓히기 위해 여러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진학 영어 3진학 영어 3

아이엘츠 평점 6.0을 
요구하는 대학 과정 입 
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적절한 학문적 명부, 언어 및 체계화된 담론을 사용하여 논쟁이나 토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소통능력을 활용한 그룹작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기반을 닦고, 돌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연구, 자기평가, 성찰 등을 통해 학문적 학습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진학 영어 2진학 영어 2

아이엘츠 평점 5.5 (각 밴 
드 5.0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 과정들의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에 다다르고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활용하여 그룹 
과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장 유형 및 동사구(절)와 명사구(절), 그리고 학문적 어휘를 포함하는 
학술적 에세이를 배우게 됩니다.

자체 평가, 리서치 방법, 학습윤리 등 학업 능력 입증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학 영어 1진학 영어 1

진학 영어2 및 확장된 
파운데이션, 중상급 레벨 
을 요구하는 과정 입학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연구 수행, 데이터 해석 및 프레젠테이션 및 사실 보고서, 논증 에세이에서 
조사 결과 제시와 같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학술적 어휘, 문단 구조, 문법(예: 서면 저작에서의 명목화)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의견을 표현하고, 설득하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룹 토론에서 효과적인 
의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AE1 AE2 AE3 AE4

진학 영어 관련하여진학 영어 관련하여
진학 영어 과정은 학생분들이 영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 컬리지, 대학, 혹은 TAFE 과 같은 고등교육 학업을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학문적 맥락 관련 어휘와 언어 지식을 쌓고자 하는 중급 

학생분들에게는 진학 영어1과정이 가장 적합 합니다.

아이디어를 연구, 정당화 및 제시하기 위한 그룹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자 하는 중상급 

학생분들에게 진학 영어2 과정이 적합 합니다.

진학 영어 3은 학생들의 언어, 연구, 발표 능력을 강화하도록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을 준비하는 상급 레벨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입니다.

진학 영어 4 학생들은 쓰기 및 말하기 형식의 분석 및 비판적 응답을 

통합하여 더 깊은 수준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스킬은 석사 이상의 대학 학위를 준비하는 고급 학생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진학 영어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영어를 학문적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생분들이 추후의 여행, 일, 그리고 

공부 목표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navitasenglish.edu.au  
to view our Course Dates Calendar.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CAPABILITIES

Places are limited, apply today!
english@navitas.com
navitasenglish.edu.au
Follow us

@navitasenglish 
Academic English 1: 111367A, Academic English 2: 111368M,  
Academic English 3: 109382J, Academic English 4: 109383H. 
Courses are delivered by Navitas English Services Pty Ltd (ACN 002 069 730), 
CRICOS Provider 00289M. NAVE221201-0840_1222_AW 

*  Navitas English and Testing 2018 Learning and Teaching Report
#  Please refer to the list of  Direct Entry Agreements for details of entry 

requirements to Navitas English pathwa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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