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열대 지방인 호주
퀸즐랜드로 영어 연수 떠나기
언어 능력은 성공의 필수 요건!

다윈

케언스 캠퍼스
타운즈빌 캠퍼스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JCU Australia로 오는 길

멜버른

시드니
캔버라

호바트

케언스
케언스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괌과
연결되는 직항편과 상하이와 연결되는 시즌 항공편이 있어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골드 코스트, 퍼스, 다윈,
타운즈빌 등 인기 있는 호주 도시와 연결되는 직항편도 운항되고 있습니다.

타운즈빌
타운즈빌 공항은 대부분의 호주 도시행 연결편과 발리 직항편을 운항하는
분주한 지역 공항입니다. 이제 파푸아뉴기니 직항편도 운항됩니다.
케언스와 타운즈빌 간에 운항되며 50분가량 소요되는 정규 항공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JCU Townsville은 케언스 공항에서 자동차로
4시간이 소요되지만 브리즈번에서는 자동차로 16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CRICOS 제공자 코드: 00117J

지금 지원하기

웹사이트: jcu.edu.au/studyenglish
이메일: studyenglish@jcu.edu.au
전화: +61 7 4781 5601

본 책자는 제임스 쿡 대학교 스터디 투어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인쇄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는 사전 통지 없이 정보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력적인 열대 지방인 호주 퀸즐랜드로 영어 연수 떠나기
케언스와 타운즈빌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두 도시에서는 많은 무료
야외 활동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비롯한 세계 일류 관광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 정보

전 세계 상위 2% 대학으로 꼽히는* 제임스
쿡 대학교는 호주 열대 지방을 대표하는 일류
대학입니다. 매일 수준 높은 수업과 연구가
진행되는 JCU에서 100여 개국으로부터
모여든 7,500명의 유학생을 포함한 2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JCU 학위는 여러 선두 전문 기관의 인가를 받았으며, JCU는 졸업자 취업률
부문에서 계속해서 최고 점수인 별점 5개를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는 실습 위주의 실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강의당
수강생 수를 상당히 제한하여 모든 학생이 탁월한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2016, 상하이 자오퉁 대학 발표
** The Good Universities Guide(2012년 ~ 2017년)

제임스 쿡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며 열대 지방의 매력에 빠져 보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임스 쿡 대학교에 오시면 좋습니다.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할 계획인 경우
•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
• 자기 계발을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

제임스 쿡 대학교(JCU)에서 영어 연수를 받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호주 및 전 세계 출신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영어 연습

헌신적인 영어
교사들이 성공적인
학습 지원

영어 구사력 및
이해력에 대한
자신감 향상

대학 리포트 및 과제물
작성 방법과 발표
방법 학습

영어 원어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

여러분에게 맞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 일반 영어
• 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 원하는 JCU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확실한
선택+
• 단체 스터디 투어

+ 주의 사항: 대학 입학 허가서에 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을 마친
후 공인 영어 시험(IELTS, TOEFL, Pearson) 성적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임스 쿡 대학교
내에서 전문가 진학 과정을
운영하는 제임스 쿡 대학교
칼리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JCU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매우 좋은 대학입니다."
Pham Thi Tra My(Jenny)

제임스 쿡 대학교의
가족 되기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
및 이벤트 즐기기

캠퍼스 안, 현지 가족
홈스테이 또는 캠퍼스
근방에서 생활

주말 여행을 통해
진정한 호주 경험

제임스 쿡 대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캠퍼스 시설 및
학생 서비스 이용

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