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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대학은 한 세기 넘게 현대 호주의 연구와 문화 활동의 중심에서 앞장서 온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멜버른 대학은 탄탄한 연구 성과, 우수한 학업과 교육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계 일류 대학으로 
손꼽히며, 현재 호주 1위이자 세계 31위 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1. 멜버른 대학의 전략적 
목표는 교육과 연구가 일으키는 변화와 영향력을 통해 글로벌 공동체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멜버른 대학 교육의 진가는 공신력 있는 2021년 QS 졸업생 취업률 대학 순위에서 전 세계 8위를 
기록한 것만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학생들에게 멜버른 대학만의 특별한 최고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본인에게 맞는 진학 과정은?
학생의 현재 영어 실력과 선택한 멜버른 대학 학과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UMELBP (10주 과정)

• UMELBP Prep + UMELBP (20주 과정)2

UMELBP 과정은 학부 및 교과과정 석사에 지원하는 유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UMELBP를 영어 요건 충족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는 학과를 알아보려면 hawthornenglish.edu.au/umelbp를 참조하십시오.

1 2021년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
2 UMELBP Prep 과정은 멜버른 대학의 영어 요건이 IELTS 6.5 이상에 모든 영역이 6.0 이상인 학과 과정에서 인정합니다.  
  영어 요건이 더 높은 학과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UMELBP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TOEFL 및 PTE 점수도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 시간표는 참고용이며,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표는 성수기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IELTS3 성적이 멜버른 대학의 공식 
입학 요건에서 영역 점수가 0.5 못 
미칠 경우

IELTS3 성적이 멜버른 대학의 공식 
입학 요건에서 영역 점수가 1.0 못 
미칠 경우

호손-멜버른
호손-멜버른은 멜버른 대학이 인정하는 영어 진학 과정을 제공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진학 연계 영어 과정(English 
Language Bridging Program)을 통해 유학생들이 선택한 학과의 영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University of Melbourne English Language Bridging Program Preparation (UMELBP Prep)

• University of Melbourne English Language Bridging Program (UMELBP) 

호손-멜버른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멜버른 대학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으로 바로 진학하는 영어 과정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대학 
학과 과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언어 실력과 학업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UMELBP Prep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은 별도의 공식 영어 
시험(IELTS, TOEFL 또는 PTE) 없이UMELBP에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UMELBP Prep 교과 과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최신 글로벌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앞으로 선택할 
학업 영역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의 학습 
경험을 개인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입학 요건
IELTS: 5.5점, 모든 영역 5.0점 이상 
TOEFL: 46점 이상, 작문 14점, 회화 14점, 독해 4점, 청취 5점 
PTE: 42점 이상, 의사소통 기술 36점 이상

과정 개요
• 듣기와 노트 필기 연습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서술

• 세미나와 쌍방향 토론에서 사용할 내용을 계획, 조사, 
설명하며 말하기 능력 함양

•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주석, 재서술, 요약, 구성하고, 
참고 문헌을 인용하는 방법 학습 

• 다양한 학술 자료를 읽고 분석하기

• 작문 능력을 키우고 두 가지 에세이 유형에서 적절한 학술 
규약 적용

• 교과 학습, 수업 과제 및 평가를 위한 학업 관리 시스템의 
활용법 배우기

평가
• 중간 시험
• 연구 과제
• 두 가지 유형의 에세이
• 말하기 협력 과제
• 기말 시험
• 발표 세미나

UMELBP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은 별도의 공식 영어 
시험(IELTS, TOEFL 또는 PTE) 없이 멜버른 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UMELBP는 강의, 세미나, 연구, 비판적 사고와 같은 정통 학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학업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은 워크숍에 참여하고 모바일 장비와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입학 요건
IELTS, TOEFL 또는 피어슨 PTE 점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과정 개요
• 듣기와 노트 필기 연습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
• 자료 계획, 조사, 작성 등을 통해 세미나 발표 능력 향상
•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요약, 재서술, 정리, 첨삭하고, 

참고 문헌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방법 학습
• 실질적인 다양한 원문 자료를 읽고 분석하기
• 교과 학습, 수업 과제 및 평가를 위한 학업 관리 시스템의 

활용법 배우기

 
평가
• 중간 시험
• 연구 과제
• 기말 시험
• 발표 세미나

UMELBP 
멜버른 대학
진학 연계 
영어 과정

UMELBP PREP 
멜버른 대학
진학 연계 
영어 준비 과정

지원 방법

기간                          과정당 10주
수업 시간4 오전    8시 30분 ~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 ~ 5시 30분

수업 인원                최대 18명

주당 수업 시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20시간의 대면 수업과 5시간의 자습, 
워크숍, 개인 연구 시간 제공 

UMELBP PREP 및 UMELBP 과정 주요 사항

멜버른 대학 지원 호손-멜버른 지원 호손-멜버른 입학 
등록 확정

멜버른 대학 입학 
등록 확정

비자 패키지 신청



facebook.com/HawthornMelbourne

@HawthornMelbourne

442 Auburn Road 
Hawthorn VIC 3122 Australia
전화   +61 3 9815 4000
이메일   enquiries@hawthornenglish.vic.edu.au 

Hawthorn Learning Pty Ltd 
ABN 50 124 208 171 
CRICOS 교육기관 코드: 02931G

자세한 정보 안내
hawthornenglish.edu.au/umelbp 
hawthornenglish.edu.au/faq-page

CRICOS 코드
University of Melbourne English Language  
Bridging Program Preparation (UMELBP Prep): 0101910  
University of Melbourne English Language  
Bridging Program (UMELBP): 063648E

호손-멜버른은 멜버른 대학이 공인하는 영어 교육기관으로서 멜버른의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 안내서의 정보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해당 날짜 이후 바뀌는 상황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이나 시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손-멜버른은 본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을 예고 없이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호손-멜버른에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2년 인쇄
HAW220413-1041 0522_AW

호손-멜버른(Hawthorn-Melbourne)

hawthornenglish.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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