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선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로서, 오타고 대학은 인문학, 보건,  
과학, 비즈니스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오타고 대학은 캠퍼스 내 현대적이고 편안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개국 2,600명의 유학생을  
포함한 2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더니든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입니다. 더니든은 국제적으로'대학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레스토랑, 바, 카
페, 음악과 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스키, 제트보트, 번지점프나 와인 시음으로 유명한 퀸
즈타운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코스 특징 2017 학비

• 일반 영어 및 대학 진학
을 위한 영어

• IELTS, TOEIC

• 파운데이션으로 이어지
는 비 IELTS 과정

• 오타고 영어 (학부 및 대
학원)

• 스터디 그룹을 위한 영어

•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섯 단계의 영어 수업
• 주당 23시간
• 이수 증명서 제공
• 소규모 클래스 – 평균 14명
• 최소 연령 – 14세
• 다양한 문화와 국적
• 더니든에서의 학업과 거주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
• 학생 ID 카드 – 정보 서비스, 24시간 컴퓨터실, 학생 

건강, 클럽 및 동호회, 체육관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여행 할인을 포함하여 오타고 대학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

• 멀티미디어 어학 실습실, 인터넷 및 이메일 접속, 
인트라넷 및 학생 카페é

• 전문 학생 지원 담당관은 질문과 비자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비자 서비스를 통해 학생 
비자를 갱신하거나 방문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옵션– 홈스테이 또는 플랫
• 주간 스포츠 및 사회 활동
• 무료 공항 픽업 (홈스테이 학생만 가능)

수업료(교재 포함) 주당 NZ$459

학생 서비스 주당 NZ$20

홈스테이 알선 NZ$250

홈스테이 주당 NZ$266

의료 및 여행 보험 
(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가변적

숙박, 식사 및 경비 연간 NZ$14,000 – 
15,000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University of Otago Language Centre, PO Box 56, Dunedin 9054, New Zealand 

전화 +64 3 479 5250 • 팩스 + 64 3 4795251• 이메일 uolcfy@otago.ac.nz  

www.otago.ac.nz/uolcfy

August 2016

오타고대학교 
어학센터

All information including dates and fees are subject to change. All fees are inclusive of the NZ GST rate of 15%.
Please refer to our website www.ac./uolcfy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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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과정은 비즈니스, 보건, 인문학, 과학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
비 과정입니다 (예술, 응용과학, 상업/비즈니스, 생명과학, 보건이 포함될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선도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인 오타고 대학 캠퍼스 내 현대적
이고 편안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개국 2,600명의 국제 학생을 포함하여 22,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인문학, 보건, 과학, 비
즈니스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특징 2017 학비 및 날짜

• 학생들은 대학 환경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수업
을 받습니다.

• 학생들은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학부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
다.

• 소규모 클래스: 16명, 주당 20-24시간에 더하여 20시간의 추가 학습
• 교사와의 무료 1:1 상담 시간으로 학생이 새로운 정보와 학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

니다.
• 국제 학생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부 1년 과정의 자리가 보장됩니다.
• 뉴질랜드를 포함한 25여 개국의 학생들
• 온라인 비자 서비스를 통해 학생 비자를 갱신하거나 방문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생 ID 카드 – 정보 서비스, 24시간 컴퓨터실, 학생 건강, 클럽 및 동호회, 카페와 쇼핑, 

엔터테인먼트, 여행 할인을 포함하여 오타고 대학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공
• 전문 학생 지원 담당관은 비자 문제와 질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숙박 옵션은 홈스테이, 대학 소유의 플랫 또는 개인 플랫을 포함합니다.
• 주간 스포츠 및 사회 활동
• 무료 공항 픽업 (홈스테이 학생만 가능)

학비:

수업료 
상업/예술

NZ$22,670

수업료 
응용과학/보건/
생명과학

NZ$23,645

브리징 NZ$2,699

학생 서비스 NZ$750

건강 및 여행 보험 연간 NZ$400 – $585

숙박, 식사 및 경비 연간 NZ$14,000 – 
15,000

입학

2월 및 6월 모든 과정

10월 보건을 제외한 모든 
과정

브리징 코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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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코스

추가 정보를 위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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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formation including dates and fees are subject to change. All fees are inclusive of the NZ GST rate of 15%.
Please refer to our website www.ac./uolcfy for further information.

UNI337 Korean_2017.indd   2 26/08/16   1:29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