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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여개 파트너 
학교로 바로 
입학 가능

전 세계100
여개 이상 

국가에서 온 
학생들

호주 최고의 영어 학교1981년 창립하여 호주 정부의 
인증을 받은 호주 최대 규모의 영어 네트워크 학교들 중 
하나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 및 글로벌 리딩 교육 
기관인Navitas Group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비타스 잉글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ELTS, OET, 
PTE-Academic, 

Cambridge, 
TOEFL공식 
시험 센터



학생의 92%가 
진학과정 통해 

성공적으로 입학

2018년도 9월 Teaching & learning 
report 기준

English 
Australia 
창립 회원

컨텐츠  
본교
퍼스 2

시드니 하이드 파크 3

코스
일반 영어 4

진학 영어 4

IELTS 대비 과정 5

Cambridge 대비 과정 5

myStudy 옵션 6

학생 서비스 및 혜택 6

진학 과정 8

진학 과정 파트너 기관 8

입학 요건 10

1981년부터
200,000  

여명의 
학생들이 선택Bruno Prats de Oliveira  

나비타스 잉글리쉬에서 
학업한 2021년도 NSW주 

ELICOS 올해의 학생



본교  
선택할 수 있는 2곳의 도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각의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 기회 및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퍼스  
정보캠퍼스  

투어

호주 국내 무료 항공편 제공
본교의 에어링크(Airlink) 프로그램은
Navitas English 캠퍼스 두 곳을 연결하는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여, 유학 기간 동안 
아름다운 호주를 더욱 다양하게 경험할 
수있도록 지원합니다.호주 국내 캠퍼스 두 
곳을 연결하는 무료항공권을 이용하려면 
본교에서 최소 17주이상 등록해야 하며, 첫 
캠퍼스에서 4주 이상학업을 해야 합니다.

퍼스,  
서호주 
다문화 지역인 노스브리지(Northbridge)에 위치하며, 시내와 
중앙 기차역에서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캠퍼스 바로 
앞에서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 442명  |  교실 13개  |  평균 수업 인원 14명

미디어룸  |  학생 라운지  |  컴퓨터실  |  야외 테라스   
|  Navitas English 시험 센터

퍼스
호주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아름다운 
해변에 접근 가능

2 #goBEYONDenglish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Perth-Korean.pdf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l79lQlxwCtg&feature=youtu.be


시드니  
정보QR 코드 스캔 또는 클릭 

에어링크 이용 약관

캠퍼스  
투어

Navitas English에서 학업 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호주에서의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글로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도전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시드니 하이드 파크,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중심의 하이드 파크 건너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상가와 
음식점이 있고 타운홀 및 뮤지엄 기차역이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이 캠퍼스는 ACAP, 라트로브 대학, 웨스턴 시드니 
대학 캠퍼스와 함께 있습니다.

정원 600명  |  교실 17개  |  평균 수업 인원 14명

도서관  |  자료 센터  |  학생 라운지  |  컴퓨터실  |  주방  |  탁구대  
|  Navitas English 시험 센터

시드니 하이드 파크
멋진 취업 기회와 
라이프스타일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항구 도시

3#goBEYONDenglish 

https://youtu.be/VDmxWrszgSk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Sydney-Korean.pdf
http://www.navitasenglish.edu.au/services/student-benefits/airlink/


여러분의 과정 + 선택 옵션    
학생의 자아 발견과 자기 개발 및 능력 향상을 도와줄 4 가지 주요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은 향후 진학과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08.10 - 14.00

08.10 - 14.00

11.30 - 17.05

11.30 - 17.05

17.10 - 21.30

17.10 - 21.30

17.10 - 21.30

      일반  
      영어
일상에서 쓰는 영어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을 키웁니다. 진로 기회를 더욱 빨리 
넓혀줄 실력을 길러 취업 전망이 커집니다. 다른 영어 사용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영어 사용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며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레벨 - 초급부터 고급까지 과정. 매주 월요일에 시작하며 첫날 반편성 배치 시험 실시. 

      진학  
      영어
호주 소재 대학이나 TAFE 프로그램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웁니다.  학생들은 과제와 리포트의 구조화, 계획 및 리서치를 통해 
작성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발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진학 
영어 과정을 통해 다양한 대학 및 TAFE 과정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주의 문화를 배우고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습니다.

레벨 - 중급부터 고급까지 과정. 연중 정기적으로 입학.

입학 시험 - Navitas English 자체 시험 또는 IELTS, TOEFL, Versant, PTE-
Academic, HKDSE 

CRICOS COURSE CODES: (General English  - 0101937) (Academic English 1 - 111367A, Academic English 2 -  111368M, Academic English 3 - 109382J, Academic English 4 - 
109383H) (Cambridge Preparation B1 Preliminary - 030816M, Cambridge Preparation B2 First - 030815A, Cambridge Preparation C1 Advanced - 030817K, Cambridge 
Preparation C2 Proficiency - 030818J) (IELTS Preparation - 093053F). Disclaimer - Timetables, course and options are subject to campus location and change.  
All courses are open to student, working holiday and visitor visa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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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General-English-Korean.pdf
https://youtu.be/IwUy7dA8yfE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Academic-English-Korean.pdf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qJ76_gtmGNw&feature=youtu.be


과정 찾기, 학습 결과,  
수업 플랜 찾기 과정 캘린더

발전과 성공이 핵심입니다. 매주 담당 교사가 학생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진도를 확인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08.10 - 14.00

08.10 - 14.00

11.30 - 17.05

11.30 - 17.05

17.10 - 21.30

17.10 - 21.30

17.10 - 21.30

IELTS
대비 과정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아이엘츠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시험 계획, 테크닉 및 
필요한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이엘츠 과정은 잘 다듬어진 에세이를 쓰고, 말할 때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스킬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험 연습과 지도를 통해 여러분이 공식 시험을 치를 때 필요한 

자신감을 배우게 됩니다. IELT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부터 진로, 이민 목적까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험입니다. 

레벨 - 중급반에서 고급반까지 매주 월요일 시작합니다.

입학 시험 - Navitas English 아이엘츠 자체시험 혹은 아이엘츠 공식 점수

Cambridge
대비 과정

저희 캠브리지 준비과정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스킬을 빨리 습득하고, 
정확한 문법 및 어휘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다질 수 있게 교육합니다. 
연습 시험 및 강사진의 개별 상담 지원을 통해 특별한 시험 전략을 제공하여, 

캠브리지 시험에서 고득점 달성 기회와 함께 평생 지속가능한 학습 능력을 
배우시게 됩니다. 

레벨 - B1 초급, B2 중급, C1 고급, C2 숙달 연중 정기적으로 입학가능 

입학 시험 - Navitas English 캠브리지 자체시험, 아이엘츠 공식점수  
캠브리지 공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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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vitasenglish.edu.au/courses/
http://www.navitasenglish.edu.au/courses/course-calendar/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IELTS-Preparation-Korean.pdf
https://youtu.be/glIQPTQ9RMU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Cambridge-Preparation-Korean.pdf
https://youtu.be/vpl_mquBuJA


학생 서비스

과정 + 선택 옵션    
myStudy는 주간 수업 학생들을 위한 개별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특정 언어 능력과 학생의 개별적인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myStudy는 매일 한 시간의 추가 활동 및 
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Cambridge 
대비 과정

필수
말하기 및 듣기

필수
읽기 및 쓰기

마스터 
클래스

진학 영어

학생 할인 - 체육관  
및 여행

취업 지원  
기술

24시간 응급  
지원

공항 픽업  
옵션

마스터 클래스
IELTS
대비

팝업 레슨

시험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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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udy 
옵션 간단히 
살펴보기

이 옵션들은 수업 내용을 보충하고 Navitas English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등교 첫날 myStudy 옵션과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해당 과정의 myStudy 일정을 알려주며, 

자신의 레벨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옵션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간 학생들은 각자의 수업 일정에 따라 myStud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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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말하기 및 듣기

필수
발음

필수
읽기 및 쓰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문화

진도 및 
개발

숙소 - 홈스테이  
및 개별 선택

부메랑  
액티비티

18세 미만 학생들을 
위한 보호자 서비스 Navitas English 

제공 서비스

시험 스킬

https://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myStudy-Korean.pdf
https://www.navitasenglish.edu.au/services/


설명을 위한 목적이며, 패스웨이 파트너에서 입학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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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영어에서부터 
진학과정 파트너 
기관까지 진행 과정

일반 영어, Cambridge 및 
IELTS 대비에서 진학  
영어까지 과정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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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정 및 본교의 진학과정 
파트너 기관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학 영어에서부터 
진학과정 파트너 
기관까지 진행 과정

일반 영어, Cambridge 및 
IELTS 대비에서 진학  
영어까지 과정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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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IELTS 점수가 없는 경우 자국에서 본교의 
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업   
진학 영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본교의 파트너 교육기관의 영어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선택  
 자유롭게 영어 및 진학 계획을 세워보세요. 
진학 영어 성적을 기반으로 호주 내 70개가 
넘는 진학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 (연계과정)  
 진학 영어 2 또는 3또는 4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본교의 진학과정 
파트너 학교에 입학하세요.

Navitas English는 70개가 넘는 호주 국내 대학, 컬리지, TAFE와 진학 
파트너쉽을 맺어 학생들이 나비타스 잉글리쉬 학업 이수를 통해 준학사, 

학사, 석사 학위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진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교의 전문 
입학팀이 개별화된 진학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의 목표와 진로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교육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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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과정 파트너 
기관의 전체 목록을 
참조하세요

http://www.navitasenglish.edu.au/courses/academic-pathways/direct-entry-agreements/


일반 영어
• 최저 요건 없음
• 초보자(CEFR A1 미만)는 학습 상담을 위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영어 1 (IELTS 4.5 ~ 5.0) 
• Navitas 진학 영어 입학 시험: 통과 
• IELTS Academic: 총점 4.5(쓰기 4.5, 기타 영역 4.0) 
• Pearson PTE Academic: 30(쓰기 30, 기타 영역 24) 
• TOEFL iBT: 32(쓰기 12)  
•  Versant: 37(쓰기 37, 기타 영역 32)

진학 영어 2 (IELTS 5.0 ~ 5.5)
• 진학 영어 1 이수
• IELTS Academic: 총점 5.0 (쓰기 5.0, 기타 영역 4.5)
• Pearson PTE Academic: 36 (쓰기 36, 기타 영역 30)
• TOEFL iBT: 35 (쓰기 14)
• Versant: 41(쓰기 41, 기타 영역 37)
• HKDSE 레벨 2 

진학 영어 3 (IELTS 5.5 ~ 6.0)
• 진학 영어 2 이수
• IELTS Academic: 총점 5.5 (쓰기 5.5, 기타 영역 5.0)
• Pearson PTE Academic: 42 (쓰기 42, 기타 영역 36)
• TOEFL iBT: 46 (쓰기 18)
• Versant: 46(쓰기 46, 기타 영역 41)
• HKDSE 레벨 3

진학 영어 4 (IELTS 6.0 ~ 7.5)
• 진학 영어 3 이수
• IELTS Academic: 총점 6.0 (쓰기 6.0, 기타 영역 5.5)
• Pearson PTE Academic: 50 (쓰기 50, 기타 영역 42)
• TOEFL iBT: 60 (쓰기 21)
• Versant: 51(쓰기 51, 기타 영역 46)
• HKDSE 레벨 4

입학 요건
영어 수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반에 배정하기 위해 학생들은 Navitas English 첫날에 
간단한 배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부 과정은 최소한의 영어 레벨이 되어야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

IELTS 대비 과정
• Navitas IELTS 입학 시험: 통과
• IELTS 5.0 

Cambridge 대비 과정 
B1 초급
• Navitas 캠브리지 입학 시험: 통과
• IELTS 4.0 또는 캠브리지 영어 130

Cambridge 대비 과정 
B2 중급
• Navitas 캠브리지 입학 시험: 통과
• IELTS 5.0 또는 캠브리지 영어 150

Cambridge 대비 과정 
C1 고급
• Navitas 캠브리지 입학 시험: 통과
• IELTS 6.0 또는 캠브리지 영어 170

캠브리지 대비 
C2 능력
• Navitas 캠브리지 입학 시험: 통과
• IELTS 7.0 또는 캠브리지 영어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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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EYOND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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