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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STUDENTS FROM KOREA

울롱공에서 
공부하십시오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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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롱공 대학교 (The University of 울롱공; UOW)는 뛰어난 대학교육 
및연구 성과를 자랑하는 60년 전통의 국제적인 대학교입니다. 
1951년에 설립된 UOW는 2011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대학교 등급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과 2011년 QS 세계 
대학교 등급 (2011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모두에서 전세계 
상위 %2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년 연속으로 2011년에도 UOW는 2012년도 우수 대학교 가이드 
(2012 Good Universities Guide)의 대학교 및 사립 전문대학교 
부문에서 최고의 취업 및 우수 졸업 진로 분야에서 5성을 
획득했습니다.

UOW는 QS 세계 대학교 등급 고용주 심사 2011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mployer Review 2011)에서도 세계 상위 100위권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UOW는 울롱공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인 시드니 비즈니스 스쿨 (Sydney Business School)은 노스 
울롱공에 위치한 인노베이션 캠퍼스 (Innovation Campus)와 시드니 
도심 캠퍼스에서 제공됩니다.

울롱공 
지역 및 
캠퍼스 
소개

한국과 UOW
간의 
자매결연 
관계

UOW에  
대하여

10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UOW는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에서 학구적인 캠퍼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울롱공 (Wollongong)은 호주에서 9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시드니에서 차나 기차로 불과 90분 거리에 위치한 울롱공은  
대도시의 번잡함과 높은 생활비의 부담없이 시드니 CBD에서 1일 
생활권에 자리잡은 편리한 도시입니다. 울롱공시가 위치한 일라와라 
지역의 인구는 약 4십만명입니다. 이 지역은 다문화적 다양성이 
특징이며, 약 70 여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키에라 (Mount Keira) 기슭에 자리잡은 UOW 울롱공 캠퍼스는 
숲이 우거진 산악 지대와 아름다운 푸른 물결의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대학생활의 질을 제공합니다. 울롱공 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으며, 시드니나 다른 울롱공 지역에서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UOW와 부속 UOW 칼리지의 모든 건물과 시설은 울롱공 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롱공 대학교의 비즈니스 스쿨인 시드니 비즈니스 스쿨 (Sydney 
Business School)은 노스 울롱공에 위치한 인노베이션 캠퍼스 
(Innovation Campus)와 시드니 도심 캠퍼스에서 제공됩니다. 

UOW는 한국의 주요 명문 대학들과 자매 결연관계를 맺어 교환학생, 
해외 교환 및 학점 인정 등의 다양한 학문적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UOW 정규 학사 과정에는 50여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UOW 칼리지에는 매년 한국 교육기관에서 파견되는 다양한 
여름/겨울 스터디 투어 그룹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UOW는 또한 xxxxx 동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뉴스 및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대학의 한국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korea/
index.html (태극기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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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선택 UOW
에서의 교육 
및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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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W는 호주 명문의 종합 연구 대학교로서, 다양한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구 석사 및 
박사 과정도 제공합니다. 

과정 분야 주요 프로그램

비즈니스 & 무역 회계,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법, 경제학, 금융, 금융 관리, 인사 관리, 국제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PR, 공급체인 관리 (물류학)

TAFE과의 연계: 관광 경영, 호스피탤러티, 이벤트 관리

시드니 비즈니스 스쿨 
 (대학원 과정)

국제 비즈니스 석사 (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MIB), 
비즈니스 행정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과학 석사 (Master of Science (물류학- Logistics), 경영 석사 (Master of Management), 소매업 경영 
석사 (Master of Retail Management), 
프로젝트 경영 석사 (Master of Project Management) 

공학 도시, 컴퓨터, 전기, 환경, 재료, 기계, 전자, 광업, 전력, 통신
SMART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 연구 및 교수 – Simulation, Modeling, Analysis, Research and 
Teaching) 인프라 시설

수학 e비즈니스 경영 & 테크놀로지, 컴퓨터 과학, 디지털 시스템 보안, 모바일 컴퓨터학, 정보 시스템, IT, 
멀티미디어 & 게임 개발, 네트워크 & 시스템 개발 &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Toán học 수학 및 통계학, 금융 수학, 의료 수학

보건 및 의료 운동 과학 & 재활, 의료 과학, 산파술, 간호학, 공공 보건, 영양 및 다이어트학, 심리학
의대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edicine)
일라와라 보건 및 의료 연구소 (Illawarra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IHMRI))

과학 생물학, 바이오텍, 화학, 환경 과학, 지리학, 해양 과학, 의료 방사 물리학, 의료 화학, 
나노테크놀로지, 포토닉스, 물리학

인문 및 사회 과학 아시아 태평양학, 호주학, 영어 영문학, 역사 및 정치학, 국제학, 철학, 사회학
현대 언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및 프랑스어

언론, 커뮤니케이션 및 
창조 산업

마케팅 및 광고, PR, 언론학 및 전문 저술, 국제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창조 저술, 디지털 미디어, 
그래픽 디자인, 연극 및 공연, 시각 예술

교육 유아 교육, 체육, 초등교육, 증등 교육, 특별 교육, 교육 행정, TESOL, 성인, 대학교 & 직업 교육, 교육 
공학 ICT, 문자 교육

법학 법학 학부 과정 (4년) 혹은 법학 복수 전공 (4-5년)
대학원 과정: 해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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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과정

비즈니스 & 무역, 정보학, 과학, 간호학, 인문 & 커뮤니케이션 
학사 과정은 3년입니다. 공학 및 기타 전문 의료 계통 및 고급 
과학 프로그램의 경우 4년입니다. 

우수한 고등학교 성적을 가진 신청자의 경우, UOW 학사 
과정으로 곧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UOW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학사 
과정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 과정의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호주나 한국에서 디플로마 및 기타 관련 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의 경우, 최고 1.5학년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은 조기 입학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학부 학생들을 위한 UOW의 다양한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석박사) 과정

코스를 통한 석사 (Masters by Coursework) (1–2년) 는 석사 
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계열에서 인정되는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학사 학위를 받은 계열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석사 과정은 MBA (전문적인 혹은 
관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무역 석사 (Master of Commerce), 
국제 비즈니스 석사 (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전문 
회계학 및 컴퓨터학 석사 (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 Master of Computer Studies)입니다. 전공 분야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석사 과정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 디플로마 
(Graduate Diploma) (1년) 혹은 대학원 서티피켓 (Graduate 
Certificate) (6개월) 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 석박사 (Research degrees) 과정은 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3년), 전문 박사 (3년) 혹은 코스나 연구 방법론을 
선제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연구 석사 
(Masters by Research) (1 – 1.5년) 혹은 통합된 박사 과정 (PhD 
Integrated) (4년)이 있습니다. 

UOW, SBS 및 UOW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다른 단기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 기간 특징

SBS에서 제공되는 
대학원 서티피켓 
(Graduate Certificate)

1월-4월 (1학기)
5월-8월 (2학기) 
8월-11월 (3학기)

시드니 도심 서큘러 키 (Circular Quay)에 위치한 SBS 캠퍼스와 울롱공 
이노베이션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서티피켓은 학사 학위를 가진 
학생들 (경력과는 무관하게)에게 제공되며, 이후 석사 과정을 할 경우, 1
학기에 해당합니다. 

대학원 서티피켓은 비즈니스 행정, 국제 비즈니스, 물류학, 프로젝트 
관리, 소매업 관리 및 일반 경영학 분야에서 제공됩니다. 

연구 방문 학생 
프로그램

최고 12개월 이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현재 등록된 학부 및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위 이수의 필요 조건인 연구나 연수를 UOW 연구팀과 함께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해외 교환 프로그램 2월-6월
7월–11월

울롱공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된 4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UOW가 공식 성적표를 발급하며, 이수된 학점은 본국 대학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잉글리쉬 플러스 유니 
(English Plus Uni)

2월-6월 
7월-11월, 11월-2월

UOW 칼리지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UOW에서 1-2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어 매 6주마다, 최고 48
주까지

UOW 칼리지가 제공하는 이 일반 영어 프로그램에는 5개의 레벨이 있습
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영어 영역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을 두며, 국제 통상어인 영어의 능숙한 사용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매주 20시간의 정규 수업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센타에서의 학습 지도와 
문법 지도 수업이 있습니다. 

ES 2와 3에서는 회화, 읽기 및 쓰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ES 4와 5에서는 커
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영어, 아카데믹 능력이나, 시험 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 4 및 5에서 제공되는 추가 선택 과목을 통해 직장에서나 일
반 사교적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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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믹 과정 – 파운데이션 과정 및 디플로마 과정 

UOW 칼리지는 UOW 학부 진학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라지 졸업생 중 86%가 UOW 진학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UOW 칼리지에서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게 되면, UOW 학부 
과정 1학년 혹은 2학년으로 곧바로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에 
필요한 평균 점수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선택 과정으로 
입학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학사 제도는 3학기로 운영되며, 매년 2월, 6월 혹은 10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

UOW 칼리지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연수 전문 기관입
니다. UOW 과정 입학 신청자의 경우, IELTS 나 TOEFL 시험이 필
요 없는 진학용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IELTS 성적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 칼리지에서는 시험 준비 
과정도 제공합니다. 칼리지는 또한 공식 IELTS 시험 센터이기
도 합니다. 

영어 연수 과정은 매 6주마다 시작됩니다. 

패스워드 (PASSWORD) 온라인 배정 시험은 무료입니다. 이 시
험을 통해, UOW나 UOW 칼리지 아카데믹 과정에 입학에 필요
한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 몇주의 영어 연수가 필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IELTS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참고로 알려 드리면, IELTS 
전체 밴드 점수를 0.5점 올리는데 약 12주의 영어 연수가 필요
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및 영어 연수 과정
2만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UOW 칼리지의 재학생들은 UOW 캠퍼스
내의 모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OW 칼리지는 울롱공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영어 연
수 프로그램과 학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UOW 칼리지  
(UOW COLLEG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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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UOW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구내 식당, 매점, 스포츠 
및 오락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생 취업, 진로 상담, 육아 시설, 상담 및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UOW 칼리지와 UOW 각 단과대학별로 마련된 학생 지원 상담실 (SSA)의 상담원들은 
유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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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항 픽업
시드니 국제 공항은 울롱공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UOW와 UOW 칼리지 학생들에게는 울롱공까지 무료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박 시설
다음과 같은 숙박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 2인용 혹은 1인용 방을 사용하면서, 
호주 가정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 가디언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숙박 시설 – 총 6개의 대학내 기숙사가 
있습니다 (식사 제공도 가능). 모든 대학 기숙사와 아파트는 
캠퍼스 내에 있거나, 캠퍼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료 
셔틀 버스 운영). 

사설 숙박시설 – 울롱공 지역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개인적으로 임대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셰어할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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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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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를 구사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자세한 문의를 하셔도 되고, 호주 내에서 운영되는 승인된 유학원의 
소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uniadvice@uow.edu.au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61 2 4221 3218 (해외에서)나
1300 367 869 (호주내)로 전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 
입니다. 

울롱공 지역과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video/index.html

혹은 특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링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학부 및 대학원 안내 책자 – 과정, 과정 구조 및 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
http://www.uow.edu.au/handbook/ugcourses/index.html
http://www.uow.edu.au/handbook/pgcourses/index.html

학점 인정 
http://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credit/ 
index.html

연구 성과 
www.uow.edu.au/research/strengths

과정 날짜  
UOW 및 SBS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dates/

UOW 칼리지 
www.uowcollege.edu.au/key_dates#international_students

학비 

UOW 및 SBS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fees

UOW 칼리지 
www.uowcollege.edu.au/fees#international_students

장학금 
UOW 및 SBS 
http://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scholarships/
index.html

UOW 칼리지 
http://www.uowcollege.edu.au/international_students/
scholarships

UOW 입학을 위한 영어 조건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english

책자 (다운로드)

UOW – 학부 및 대학원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brochures

UOW 칼리지 
www.uowcollege.edu.au/course_brochures#international_
students 

신청 서류 (다운로드)

UOW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apply/index.html

UOW 칼리지 
www.uowcollege.edu.au/international_students/how_to_
apply

온라인 신청   
UOW 
apply.uow.edu.au 

숙박시설 
UOW 
http://www.uow.edu.au/about/accommodation/index.html

UOW 칼리지 
http://www.uowcollege.edu.au/student_life/accommodation



UOW 칼리지와 울롱공 대학교는 인쇄 당시 (xxxxx)a이 책자에 담긴 내용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상황의 변화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칼리지와 대학교의 사전 통보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신청 /등록 당시 최신의 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칼리지나 대학교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OW 칼리지 CRICOS 번호: 02723D

울롱공 대학교 CRICOS 번호: 00102E

UOW 칼리지는 ITC Education Limited (ABN 14 105 312 329)의 상호이며, 울롱공 대학교의 사업체인 ITC Ltd (ABN 77 002 882 064)의 자회사입니다. 

www.uow.edu.au/future/international/korea

Within Australia: 1300 367 869 
International: +61 2 4221 3218

facebook.com/uowfuture 
uniadvice@uow.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