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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대학 UC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 소개
UCL은 1826년에 설립되어 현재 24,000명 이상의 학생(여학생 52%, 남학생 48%)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약
약 9,100명이 외국 학생입니다. 10개 학부 산하 52개 학과 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600명이 학부생이고

• Arts and Humanities • Brain Sciences • Built Environment • Engineering Sciences • Laws • Life Sciences
•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 Medical Sciences • Population Health Sciences • Social and Historical Sciences
세계적 수준의 UCL
UCL은 2010년 세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0)
에서 4위를 차지한 것과 같이 외부 평가 및 대학 순위에서 줄곧

2010년 QS 세계 대학교 순위
Rank

Institutions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University of CAMBRIDGE

UK

Country

2

HARVARD University

US

학교위치

3

YALE University

US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대중
교통 수단은 시내의 학구적인 시설을 사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생동적인
도심에 위치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영국 왕립
도서관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4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

6

University of OXFORD

UK

7

Imperial University

UK

8

University of CHICAGO

US

9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US

10

Princeton University

US

다양화
UCL은 미래가 밝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학시키고 있으며
35%이상의 학생들이 영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부터 모여든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발적 다양한 문화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UCL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Courses
대학교 학부과정 전 요구되는 과정:
본 파운데이션 과정은 학구적이며 미래 밝은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UCL의 UPC 파운데이션 과정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이 바로 UCL학부 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없을 때 거치는
과정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1년 과정)은 영국 내 우수한 학부 과정의 입학을
목적으로 교육하며 그에 따른 학구적 언어적 교육도 포함됩니다.

www.ucl.ac.uk/upc
www.ucl.ac.uk/upc

다음은 UCL의 두 가지 파운데이션 과정입니다.

•
•

UCL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UPCSE)
UCL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the Humanities (UPCH)

이 안내장은 일반적인 UPC코스의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학교 신청 전 학교 웹사이트로 반드시
확인, 참고 하십시오. www.ucl.ac.uk/upc
또한 이 안내장과 학부 과정이 포함 된 UCL 대학교 입학 안내서를 함께
참고 하십시오.

UCL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S
주요사항

UPC 수업은 주당 23시간으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UPC)의 모든 수업은 UCL에서
UCL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수업, 세미나, 개인 수업 또한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며
UCL의 내부 기관인 UPC 학생들은 UCL 학부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학교의 시설을 제공 받습니다.
UCL 기숙사는 UCL 학부 과정 합격 통지를 받고 2012년 5월 31
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기숙사 자리가 보증 됩니다.

•
•
•
•
•
•
•
•
•

학구, 학술 능력
학술적인 영어
비판 평가 능력
강의, 세미나, 교실수업, 개인교습
연구 능력 및 연구 프로젝트
실습 실험과 연습 능력(UPCSE)
디자인 포토폴리오 (Architecture BSc pathway)
BMAT (약대) 와 LNAT (법대) 시험 준비 (요구 시)
동분야 여행과 개인발전코치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pathway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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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UPC을 수료한 35%의 학생들이 UCL 학부과정에서
최고등급으로 졸업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UPC 통계
UPC 학생들의 국적은?
2010년 입학생(28개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중동국가


1월









중,남미
중아시아
동아시아: 중국,일본,
한국,대만

UPC과정을 수료 후 UCL의 어떤 학부 과정을
입학했나요?
2010 년 입학

Arts and Humanities
Built Environment
(including Architecture)
Engineering Sciences
Laws

Life Sciences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School of Slavonic and
Eastern European Studies
Social and Historic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UPC수료 후 주로 어떤 대학교에 입학 했나요?
2006 - 2010년 입학

UCL
Imperial College
LSE
Warwick
Manchester
Nottingham

Durham
Other Russell
Group universities
Other universities
Oxford and
Cambridge

www.ucl.ac.uk/upc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 UPCSE
UPCSE 과정의 여러 강의들은 정말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양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캠퍼스 생활은 항상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고 스트랏포드로의 수학여행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다프허, 사우디 아라비아 (UCL Mechanical Engineering BEng)
UPCSE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의 경우 Mathematical and Natural Sciences와 Life Sciences (including Medicine) and Engineering 학부의
가장 우수한 대학교에 입학 할 것입니다.
UPCSE 과정의 2 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요구 조건은 같은 계열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외 즉 Academic English and a
research skills module Science and Society은 모든 학생들의 필수 과목에 해당됩니다.

각 전공에 따른 추천 학과
UCL 전공 예정
(BSc, BEng, MB BS BSc)

UPCSE 선택 학과 추천

Architecture BSc

Mathematics + Physics
(Biology / Chemistry 도 가능 )

Chemical Engineering BEng

Mathematics + Chemistry

Life Sciences BSc

Biology + Chemistry

Medicine MB BSc

Biology + Chemistry

Mathematics BSc

Mathematics + Physics

Engineering Sciences BEng, BSc

Mathematics + Physics

Physical Sciences BSc

Mathematics + Physics

Statistical Sciences BSc

Mathematics + Physics

학부 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UCL대학교 입학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PCSE: 필수과목

선택과목 (두 과목 선택)

Science and Society

Chemistry

Physics

연구 및 학구적 능력

화학학은 새로운 무수한 약제의 개발과
반도체 및 MRI 기술등과 같은 현대 과학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통적이고 훌륭한 물리학을 학습한
학과로서 지난 100여년 동안 유용한 대량의
약제들을 개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환경학 그리고
사회 기술방면 소개하며 Biofuels, Global
Warming, Superbugs, Nanotechnology,
Science and Crime 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학생 개인이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분야를 평가 하게 되며 개개인
연구 프로젝트와 강한 자신감,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과정,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학습합니다.

제약의 개발과 농업, 산업의 발전 또한
새로운 화확 재료와 방법의 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화학학의 막대한 책임은 최대한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현대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의 실제 실험과
연구가 학생들의 자신감과 지식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Academic English
학술적인 영어능력은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성공의 길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학구적인 전공 공부를
위하여 학술적인 영어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것으로서 레포트와 엣세이 쓰기,
강의에 대한 높은 이해, 효과적인 필기,
학구적인 읽기와 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는 교실 내에서 강의와 세미나, 개인
교습으로 학습되며, 주말 개인 수업엔 학생
각 개별 피드백과 소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www.ucl.ac.uk/upcse
Email: upcse@ucl.ac.uk

Tel: +44 (0)20 7679 8665

Biology
생물학은 과학의 중심이며 유용한 개발을
포함하여 유전, 진화, 제약 분석과 치료,
정신적기능, 인지기능 등 실제 인간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끼치는 학문입니다. 주요분야로는 생태학,
유전학, 미생물학으로 나뉩니다. 특정한
방법을 통한 실제 실험실 수업과 교실 내
이론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며 학생 각자의
학습 목표와 계획 및 자가 개발 능력을
배우며 평가 능력 또한 학습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정밀, 수리적
방법 및 계산 논법을 포함한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리학 학습이 입학부터 꾸준히
병행됩니다. 실험실 실제 수업이 지속적으로
보충되며 재료학과 같은 이론 수업 또한
연장됩니다.

Mathematics
수리학은 과학과 공학과의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본 학과는 성공적인
과학 및 공학학과에 필요한 수리적 지식을
학습하고 정밀한 수량의 측정 능력을 발전
개발시킵니다. 이와 같은 수리적 학습
능력은 다음 학기나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
기초적인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UCL Architecture BSc pathway
UCL의 Architecture 학부과정에는 UCL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에서의 미디어학과 수업과
강의가 포함됩니다. 본 학과는 두 개의 선택 과정에
해당되며 UPC 신청 시 몇 개의 견본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수업을 포함하여
개인 포토폴리오 개발 수업 및 UCL 선배 학생들의
포토폴리오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유용한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UPC입학 신청과 함께 몇 개의 견본 작품을 함께
제출 하십시요.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THE HUMANITIES ~ UPCH
‘UPCH 과정은 나에게 완벽한
전환점이었다: 도전해볼만 한
가치가있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소피아, 중국 (UCL Psychology BSc)

UPCSE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의
경우 Arts and Humanities (철학 포함),
the Built Environment (건축 포함), Laws,
Mathematical Sciences, 및 Social and
Historical Sciences (경제학, 지리학, 미술사
포함) 학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본 모든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평가 분석 능력과
자신의 아이디어 표현(영어로)과 의견 소통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UCL 전공 예정
(BA, BSc, LLB)

UPCH 선택 학과 추천
짙은 글자 과목은 필수 학과임

Architecture BSc

Geography and Modern European Art & Literature
+ Architecture Pathway module

Economics BSc

Mathematics + Geography or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or Economics

English BA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
The Classical World

European Social and
Political Studies BA

Modern European History and either Politics and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or Classical World

Geography BA, BSc

Geography +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History BA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 Classical World

Information Management
for Business BSc

Choose two from: Economics, Geography or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Law LLB

Classical World +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or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Philosophy BA

Classical World +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or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Psychology BSc

Mathematics +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or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Social Sciences BSc

Mathematics +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학부 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UCL대학교 입학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PCH: 필수과목

선택과목 (두 과목 선택)

Culture and Society

Modern European Art and Literature

Mathematics

학구 학술적인 연구 분석 능력 강의와 세미나는

연구 과정,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학습합니다.

본 학과는 실제 예술 작품, 문학, 음악, 영화
연구 분석을 통하여 근대 유럽의 예술과
문화를 분석 학습 합니다. 다양한 견해와
관점의 예술, 문화, 사회와 정치 양상을
다룸으로서 복잡 다양한 이해력과 폭 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Academic English

Modern European History and Politics

수리학은 과학과 공학과의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학문으로서 본 학과는 성공적인
과학 및 공학학과에 필요한 수리적 지식을
학습하고 정밀한 수량의 측정 능력을 발전
개발시킵니다. 이와 같은 수리적 학습 능력은
다음 학기나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 기초적인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학술적인 영어능력은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성공의 길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학구적인 전공 공부를 위하여 학술적인 영어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것으로서 레포트와
엣세이 쓰기, 강의에 대한 높은 이해, 효과적인
필기, 학구적인 읽기와 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학과는 1789년 이후 주요 구성 요소의
문화, 사회, 정치 역사 및 현대 사건 양상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포함합니다.

예술 역사, 문화, 경제, 지리, 역사, 정치로
구성됩니다. 학생 개인이 관심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분야를 평가 하게 되며 개개인 연구
프로젝트와 강한 자신감,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or: A Modern European Language
영어를 모국어와 같이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은
영어 대신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또는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선택하려면 IELTS 7.5, TOEFL IBT 109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 유럽 민주주의의 원리, 정치와
정부, 외교 문제, 지정학과 유럽 유니온과
같은 내용을 학습 하며, 또한 국민 의식,
세계화,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Geography
도시 개발, 환경문제, 재해 문제, 인구, 인구
이동 그리고 글로발적 성향 등 모든 것이
지리학에 포함 됩니다.
이 학과는 오늘날의 경제 문제, 경제 발전,
경제 유지, 건축 설계, 외교 문제와 정부와
같은 주제로 수업하게 됩니다.

Economics
지리학은 도시 발전, 환경 문제, 재해, 인구,
이주와 세계화 등을 포함하여 학습합니다.
본 학과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과 유지, 건축 설계, 해외 정치와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갖는 분야를 포함합니다.
Classical World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서양 문화의 주춧돌이
될 만큼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천 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수한 예술가와
지도자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 정치적 발전,
철학, 법,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문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보물의 연구,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미치는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www.ucl.ac.uk/upch
Email: upch@ucl.ac.uk

Tel: +44 (0)20 7679 8664

학교 신청과 기숙사
UCL 파운데이션 과정은 인기가 높아 경쟁이 높으므로 학교 신청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UCL의 학부 과정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입학 가능한 학생들.(예를 들면 I.B Diploma 나 A-levels 획득 후 제출 요구됨) 에게
알맞지 않은 과정입니다. 더불어 이 안내장과 UCL 학부 과정의 입학 안내서의 입학 자격과 관계된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외 학생에 관련된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pages www.ucl.ac.uk/international를 참고 하십시오.

최소영어성적

UCL 입학 자격 요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UCL 학부 과정에 직접 입학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위한 과정입니다.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UPCSE)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the
Humanities (UPCH)

최고 레벨 우수 성적의 학생들의 경우 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들과 최저 레벨 입학 자격 정보는
www.ucl.ac.uk/upc 를 참고하십시오. 신청서는 UCL 웹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본 안내장 하단에 인쇄된 UCL Language Centre
를 수신자로 보내십시오. (입학 신청비는 75파운드이고 입학 신청서
다음을 클릭하세요.www.ucl.ac.uk/upc)

IELTS: 5.5 overall, with no
less than 5.0 in any sub-score
TOEFL (IBT): 71 overall, with no
less than 15 in any subtest

IELTS: 6.0 overall, with no
less than 6.0 in any sub-score
TOEFL (IBT): 79 overall with
no less than 20 in any subtest

입학 시험
선택 과목에 대한 입학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
학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신청서와 관련된 구비 서류:
신청서(www.ucl.ac.uk/upc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

지원하기 전에 시험 유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시행되는 시험과
관련된 견본 예시가 www.ucl.ac.uk/upc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성적표
영어 성적표 (IELTS / TOEFL)
영어 성적 점수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참고하십시오
포트폴리오 를 제출해야합니다. ‘일상생활 드로잉 최소 6점, 다양한
재료작품 (Painting, Collages, 3-D, Photographs etc)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UPCSE)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the
Humanities (UPCH)

• Biology
or • Mathematics
• Chemistry
• Physics

• Critical Thinking
• Mathematics (if selected)

위와 같은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입학시험을 시행합니다.

UCL학생 기숙사
UCL 기숙사는 UCL 학부 과정 합격 통지를 받고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기숙사 자리가 보증 됩니다.
예시 주당 기숙사비 최소/최고 (2012-13 학부과정)
UCL Halls of Residence일 경우

UCL 학생 건물

(식사 제공)

(주방 제공:식사 제공 없음)

1인용

1인용

주당 약 150 – 170파운드

주당 약 120 – 190파운드

2012 학년도 학비
UPCH 과정비 £13,550

UPCSE 과정비 £14,550

UPCH 에 Architecture BSc
pathway: £14,550

UPCSE 에 Architecture BSc
Pathway: £15,550

신청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UCL Language Centre의 UPC Administrators에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the Humanities
(UPCH)
Email: upch@ucl.ac.uk
Tel: +44 (0)20 7679 8664
www.ucl.ac.uk/upch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UPCSE)
Email: upcse@ucl.ac.uk
Tel: +44 (0)20 7679 8665
www.ucl.ac.uk/upcse

University Preparatory Certificates
UCL Language Centre
University College London
26 Bedford Way
London WC1H 0AP, UK
Tel: +44 (0)20 7679 8666 / 8665
Fax: +44 (0)20 7679 8667
Email: upc@ucl.ac.uk

www.ucl.ac.uk/upc
Accredited by the

BRITISH
COUNCIL

QR 코드

All UCL’s English
language courses have
been accredited and are
regularly inspected by the
British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