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시험 준비

이 과정은 IELTS, TOEFL 또는 케임브릿지 일반 영어 시험(
케임브릿지 초급 또는 고급)을 준비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시험 전략 및 테크닉에 중점을 둔 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가능한 최고 점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영어 선택과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술 목적 영어

이 전문 과정에서는 다국적 학생들이 영어 구술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UCT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 기간은 여러분의 영어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University of Cape Town(UCT)은 아프리카의 명문 대학입니다. 
차별화된 연구와 우수한 강의가 그 명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본 대학은 각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상당수 포진한 특화된 
교수진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10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학을 
활기찬 범 세계적 공동체로 만들어 줍니다. 본교의 영어 센터
(ELC) 교수진 전원이 오랜 경험과 최고의 강습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센터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다국적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센터 내에는 최신 강의 기술이 구비되어 있으며,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첫 날에는 대학과 센터가 제공하는 환경을 둘러볼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소개

ELC는 여러분의 필요와 부합하는 광범위한 영어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역점을 둔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과정을 
수료하면 University of Cape Town 수료증과 담당 교수의 
보고서가 수여됩니다.

과정

일반 영어

일상적인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면 이 과정이 안성맞춤입니다. 
초급반에서 고급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에 대하여 1 년 일반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매주 과정이 시작되며 주당 20 ~ 30 회 
레슨이 제공됩니다.

비즈니스 영어

직무 또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이 
과정이 적합합니다. 20 개의 일반 영어 레슨과 접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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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T에서 공부해야 하는 
아홉 가지 이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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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명문 대학

높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교수진

전담 EFL 센터를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 중 하나 

다양한 영어 과정

학습자 중심 접근법

다양한 글로벌 학생 커뮤니티

아름답고 정감있는 Cape Town

Cape Town 중심부에 위치

비자 문제를 지원하는 전담 사무실



케이프타운 및 활동

ELC 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여유로운 숙소 옵션을 전교생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숙소

학생 숙소는 탄력적이고 넉넉하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지던스는 무료 Wi-Fi 와 24 시간 
경비가 제공되고, ELC 또는 UCT 무료 버스 서비스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info@uctlanguagecentre.com
전화: +27 (0)21 650 4161
Skype: uctlanguagecentre
웹사이트: uctlanguagecentre.com

The English Language Centre, University of Cape Town
Rosedale Building, Hiddingh Campus
32-37 Orange Street, Gardens
Cape Town , 8001
South Africa

케이프타운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프리카의 
관광지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청정 해변과 번화한 밤거리 등 케이프타운에는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본교는 매주 수 회 최고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UCT 학생이라면 100 개 이상의 클럽과 학생 사교 
모임, 그리고 40 개의 스포츠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UCT 는 남아프리카 고등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매년 수 
백 건의 학생 비자(학생 입학)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본교의 전담 국제 학술 프로그램 사무처가 원활한 비자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비자 정보

홈스테이

학생 레지던스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www.rothko.co.za

홈스테이란 현지 가족이나 부부, 또는 독신자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영어를 
수련하는 한편 현지 문화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숙소는 센터, 대중 교통 시설, 또는 UCT 무료 버스 서비스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필요 및 예산과 부합하는 다수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