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QUEnglish는 학생들에게 일상 회화와 
학업에서 영어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CQUEnglish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원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되므로 학생의 안녕과 성공을 
위한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영어 능력이 어떤 것이든 
CQUEnglish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업
CQUEnglish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주당 
20시간) 진행되며 3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누리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팀워크 및 협업,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술 등을 비롯한 필수 학습 도구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www.cqu.edu.au/cquenglish

스터디 투어
브리즈번, 케언즈, 멜버른, 시드니 캠퍼스에서 스터디 투어를 
제공하며, 학생의 요구에 따른 완전한 맞춤형 투어 일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투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매일 오전 영어 수업(월요일 ~ 금요일, 4시간 수업 및 휴식 시간)
 » 오후 야외 견학으로 유명 관광지 및 문화 명소 탐방
 » 전일 투어(주중 또는 토요일)
 » 새로운 친구들과 도시 및 주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주말 자유 시간

스터디 투어 및 인기 견학/활동 프로그램의 예시는 웹사이트 
참조: www.cqu.edu.au/cquenglishstudytours

2023년 영어 과정
CQUENGLISH

왜 CQUENGLISH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진학 또는 직업 과정을 패키지로 함께 수강하면 
영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CQUEnglish에서는 무료 영어 배치 시험을 제공하며.  
대안으로 IELTS, TOEFL, TOEIC, PTE, CAE, 
CPE 및 EIKEN 영어 시험도 인정합니다.

브리즈번, 멜버른 및 시드니에 있는 여러 
캠퍼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라운지, 도서관, 보안 서비스를 비롯해 
우수한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워크숍, 다양한 사교 활동 및 
학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의 100%는 소규모 수업, 교사-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 및 지원 덕분에 교사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8개 교육 부문에서 
93.2%~100%에 이르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영어 과정 학생의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습니다.*

91.9%의 학생들이 
CQUEnglish를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높은 점수로 평가하듯이  
CQUEnglish는 학생의 행복을 최우선에 둡니다.*

2022년 영어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90% 
이상이 성공적으로 진학했습니다.

* i-graduate English Language Barometer 2022.

98.3%   학생 지원  
부문 만족도*

https://www.cqu.edu.au/cquenglishstudytours


과정 IELTS 점수
(또는 상응하는 시험 점수)

주당 
학비 시작일 종료일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진학 영어 1(EAP1)
CRICOS: 069709D

입학:  5.0
졸업:  5.5

CQUniversity 수료증 또는 준학사

^

1월 9일 3월 24일
4월 11일 6월 16일
5월 15일 8월 4일
8월 7일 10월 13일
9월 11일 11월 17일
11월 20일 2024년 2월 9일

진학 영어 2(EAP2)
CRICOS: 017006K

입학: 5.5
졸업: 6.0

대부분의 CQUniversity 학사 또는 석사 
(코스워크). ^

2월 20일 5월 12일
4월 11일 6월 16일
7월 3일 9월 8일
8월 7일 10월 13일
10월 16일 12월 22일
11월 20일 2024년 2월 9일

진학 영어 3(EAP3)
CRICOS: 091931C

입학: 6.0
졸업: 6.5

IELTS 6.5점을 요구하는 모든 
CQUniversity 과정

^

4월 11일 6월 16일
8월 7일 10월 13일

11월 20일 2024년 2월 9일

IELTS 준비 과정
CRICOS: 073808M

입학: 6.5
졸업: 과정 마지막에 학생들은 
IELTS 시험 응시  
 
IELTS 7.0점을 요구하는 모든 
CQUniversity 과정

445 11월 20일 2024년 2월 9일

* 학비는 호주 달러(A$) 기준입니다. 주당 학비는 영어 단독 과정에만 해당하며,  25%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비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어 과정을 진학 또는 직업 과정과 패키지로 함께 수강하면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선생님들은 
우리 모두 배우고 나아지기 위해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석사 학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좋아합니다. 만약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AP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리카 제인 다나오(Rica Jane 
Danao)
필필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선생님들은 우리 모두 배우고 
나아지기 위해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석사 학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영어를 
좋아합니다. 만약 외국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EAP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리카 제인 다나오 
(Rica Jane Danao)
EAP2, 전문 회계학 석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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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
cqu.edu.au/international-enquire 
전화 문의
+61 3 9616 0606 
입학 신청 
cqu.edu.au/international-apply

무료 온라인 퀴즈를 
통해 자신의 
영어 레벨을 
확인하시면 과정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CONNECT
www.cqu.edu.au/connect

@CQUniversityAustralia

@CQUni

@CQUniversity

@CQUni

/CQUniversity

https://www.cqu.edu.au/international-students/english-and-pathways/cquenglish/courses/english-language-qu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