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QUENGLISH
2022년 영어 과정

CQUEnglish는 학생들에게 일상 회화와
학업에서 영어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 줍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CQUEnglish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원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의
안녕과 성공을 위해서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되며, 개별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필요한 영어 능력에 따라
캠퍼스 대면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CQUEnglish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업

CQUEnglish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진행되며 30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수십 년간의 경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최고의 온라인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유지하면서 편리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활용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능력, 가상 팀워크 및 협업,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술 등을 비롯한 필수 학습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www.cqu.edu.au/cquenglish

온라인으로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오디오와 카메라가 지원되는 노트북 또는 PC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 조용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

CQUniversity에서는 Zoom과 학습 지원 플랫폼인 Moodle을
주요 디지털 플랫폼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용자
친화적이며 서포트가 제공됩니다.

96.3%

학생 서비스 부문 만족도

CQUni는 재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생 서포트 경험을
자랑스럽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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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가능합니다.
캠퍼스 보안 서비스를 비롯해 우수한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워크숍,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학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규모 수업, 활발한 소통과 교사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어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94.3%
가 성공적으로 진학했습니다.

스터디 투어

브리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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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raduate English Language Barometer 2019/20.

숙소

CQUEnglish에서 선정한 홈스테이 제공기관은 호주 홈스테이 네트워크(Australian Homestay
Network)이며, 숙소를 알선하고, 친근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homestaynetwork.org
과정

일반 영어 2(GE2)
CRICOS: 017012A
일반 영어 3(GE3)
CRICOS: 017012A
진학 영어 1(EAP1)
CRICOS: 069709D

진학 영어(EAP2)
CRICOS: 017006K

진학 영어 3(EAP3)
CRICOS: 091931C

IELTS 준비 과정
CRICOS: 073808M

IELTS 점수
(또는 상응하는 시험 점수)
입학: 4.0
졸업: 4.5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입학: 4.5
졸업: 5.0

의사소통 능력 향상

주당
학비*

시작일

종료일

325

2월 28 일

5월 20일

2월 28 일

5월 20일

5월 23일

8월 5일

325

입학: 5.0
졸업: 5.5

CQUniversity 수료증 또는 준학사

입학: 5.5
졸업: 6.0

대부분의 CQUniversity 학사
또는 석사(코스워크)

입학: 6.0
졸업: 6.5

IELTS 6.5점을 요구하는 모든
CQUniversity 과정

325

1월 17일

4월 1일

4월 19일

6월 24일

5월 23일

8월 5일

8월 8일

10월 14일

9월 12일

11월 18일

11월 21일

2023년 2월 10일

2월 28 일

325

325

입학: 6.5
졸업: 과정 마지막에 학생들은 IELTS 시험 응시
435

IELTS 시험 형식의 자료를 사용해 실전 연습

브리즈번

멜버른

시드니

5월 20일

4월 19일

6월 24일

8월 8일

10월 14일

11월 21일

2023년 2월 10일

4월 19일

6월 24일

8월 8일

10월 14일

11월 21일

2023년 2월 10일

cqu.edu.au/cquenglish

* 학비는 호주달러(A$) 기준이며,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학 또는 직업 과정을 패키지로 함께 수강하면 영어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진학 영어(EAP3)와 연구 분야 대학원 수료
(Graduate Certificate in Research) 과정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깨우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서로 생각을 함께
나눴어요. 공부하는 동안 저를 지도하고
도와주신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헌신적인 분들이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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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브리아 아티카(Febria Artika)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www.cqu.edu.au/connect
@CQUniversityAustralia

@CQUni

@CQUni

/CQUniversity

@CQUniversity

/CQUniversity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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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www.cqu.edu.au/international-enquire
language-enquiries@cqu.edu.au
+61 3 9616 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