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타고대학교

랭귀지 센터

•  일반영어와 아카데믹영어

•  IELTS, TOEIC

•  IELTS없이 입학이 가능한  파운데이션과정 
   (Foundation Year-대학진학예비과정) 입학을 
   위한 영어

•  오타고대학 입학 자격 영어(English for  
   Otago-오타고대학의 거의 모든 학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영어자격)

•  특수목적을 위한 단기영어과정

일반영어 등록금  주당 429 뉴질랜드달러 
(4 - 11주)

일반영어 등록금  주당 399 뉴질랜드달러 
(12주 또는 이상)

오타고대입학자격영어과정 6,999 뉴질랜드달러

학생서비스   주당20 뉴질랜드달러

홈스테이 연결수수료  300 뉴질랜드달러

홈스테이   주당280 뉴질랜드달러* 
* 특별 식이조절식을 원할 경우, 요금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여행자보험  일정치 않음  
(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숙식과 기타 경비  연간14,000 –  
   15,000뉴질랜드달러

•  IELTS, TOEFL, IBT, OET, TOEIC 공인시험센터.

•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학생

•  더니든 생활과 학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  학생증 소지자는 오타고대학의 정보서비스,  
   24시간컴퓨터실, 보건시설, 클럽, 학생단체,  
   체력단련실 등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쇼핑, 
   즐길거리와 여행에서 할인 혜택을 받음. 

•  멀티미디어 어학실습실, 인터넷, 이메일,  
   인트라넷, 학생카페

•  학생지원 담당 전문직원이 각 종 문의와 비자  
   발급을 지원. 학교의 온라인 비자서비스로  
   학생비자의 갱신 또는 방문비자의 학생비자  
   전환 가능.

•  숙박형태– 홈스테이 또는 플랫

•  주1회 스포츠, 단체여가활동

•  무료공항픽업 (홈스테이학생에 해당)

학과 과정 특징 2020학년도 비용

일정과 비용 등 모든 정보는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뉴질랜드 세금(GST) 1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University of Otago Language Centre, 
PO Box 56, Dunedin 9054, New Zealand

TEL  64 3 479 5250 • FAX  64 3 479 5251  
EMAIL uolcfy@otago.ac.nz

otago.ac.nz/uolcfy
facebook.com/UOLCFY

오타고대학교 랭귀지 센터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건물에 있습니다.  
랭귀지 센터에서는 다양한 영어프로그램과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반영어는 기초부터 고급반까지5단계가 있습니다. 강의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으로 진행하며 학습자중심
입니다. 교재내용은 뉴질랜드의 현 실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반 평균 인원은 14명이며, 정규반은 일주일에
23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성적표를 수여합니다. 



오타고대학교

파운데이션과정
오타고대의 파운데이션과정은2학기로, 학기별13주로 운영합니다. 선택전공분야는4개로, 오타고대의 상경 
(Business/Commerce), 보건과학(Health Science), 인문/예술(Arts/Humanities), 과학/응용과학/생명과학
(Science/Applied Science/Life Science) 계열과 연계됩니다.

8개월에 걸쳐 10개 과목을 마치면 파운데이션과정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 자격이 있으면, 학생이 선택한 
오타고대학교의1학년 과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등록금(상경/인문)          24,294 뉴질랜드달러

등록금(응용과학/보건과학/생명과학)     26,338 뉴질랜드달러

브릿지프로그램                        2,753 뉴질랜드달러

학생서비스비용                        830 뉴질랜드달러

건강, 여행자보험                    연300 – 620 뉴질랜드달러

숙식과 기타 경비       연간14,000 –  
        15,000뉴질랜드달러

홈스테이 연결수수료       300 뉴질랜드달러

홈스테이        주당280 뉴질랜드달러* 
* 특별 식이조절식을 원할 경우, 요금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입학:

2월 24일  모든전공

6월 22일   모든전공

10월 19일   모든전공 (보건과학제외)

•  1년3회 입학: 2월-10월/ 6월-2월 /10월-6월.

•  보건과학전공학생은2월이나6월에 시작합니다.

•  강의와 실험은 학부강의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춘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  파운데이션과정의 튜토리얼(tutorial-소그룹 지도학습)은 캠퍼스의 최첨단 전용건물인  
   University Plaza에서 진행합니다.

•  튜토리얼의 수업 규모는 최대18명입니다.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1회, 일대일 상담이 있습니다.

•  파운데이션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대학1학년 때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파운데이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6주 과정의 브릿지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파운데이션과정 등록 바로 전에 수강 가능합니다.

•  모든 강의는 내국인학생들과 같이 듣습니다. 오타고대학의 파운데이션과정(UOFY) 학생은  
    모든 학생지원 서비스, 종합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주간 학생활동과 행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증 소지자는 도서관, 24시간컴퓨터실, Unipol 센터의 현대식 체력단련실,  
    학생보건시설, 클럽, 학생단체, 학생 카페 등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쇼핑,  
    즐길거리와 여행에서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홈스테이 안내서비스로 모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홈스테이를 연결해드립니다.

•  홈스테이 학생에게는 무료 공항 픽업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비자서비스로 학생비자를 갱신하거나 방문비자의 학생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별사항 2020학년도 비용과 일정

일정과 비용 등 모든 정보는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뉴질랜드 세금(GST) 1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University of Otago Language Centre, 
PO Box 56, Dunedin 9054, New Zealand

TEL 64 3 479 5250 • FAX 64 3 479 5251  
EMAIL uolcfy@otago.ac.nz

otago.ac.nz/uolcfy
facebook.com/UOLC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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