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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 석사예비과정 및 프리세
셔널 과정
국제학생을 위한 대학원 준비 과정
2019/20 입학
www.ucl.ac.uk/gpc

Korean

런던의 세계적인 대학, UC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은 높은 수준의 연구와 교수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종합 대학으로, 전세계 10 위 *안에 드는 대학교입니다.
런던의 중심부인 블룸즈버리에 위치해 있는 UCL의 메인 캠퍼스는 뛰어난 학업, 사회 문화적 자원뿐만 아니라 탁월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로부터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세계 최고의**의 학생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19년 QS 세계 대학교 순위

UCL 소개
11
60

11개 학부
산하의 60 개
학과

가장 최근(2014년)
의 연구실적평가에서
영국 내 1위

2백만권 이상의
책을 소장중인
18개의 특화된
도서관들

29명의 노벨상
수상자

1:10의 교수진와
학생 비율

150개국에서 온
41,000명의 학생들

전체 학생의 41%가
국제 학생

UCL 학생회(SU
UCL) 산하 250개
이상의 동아리와
협회

*QS 세계 대학 랭킹 2019
**QS 최고의 학생 도시 랭킹 2018

순위

기관

국가

1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 (MIT)

미국

2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

3

하버드 대학교

미국

4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교 (Caltech)

미국

5

옥스포드 대학교

영국

6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

7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8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영국

9

시카고 대학교

미국

10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영국

스위스

UCL 메인 캠퍼스

UCL 석사예비과정: 개요
UCL 석사예비과정(GPC)은 유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업적, 언어적 기술, 지식 및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UCL 또는 다른 영국 최상위 대학교들의 대학원 과정에 자신감 있고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 UCL 국제 석사예비과정
• UCL 건축 석사예비과정
• UCL 프리세셔널 영어과정

무엇을 공부하게 됩니까?
학생은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필요한 언어, 학업 및 연구 스킬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비판적 사고 능력
• 효과적인 학술 텍스트 독해
• 강의 이해력 개발
• 학문적 소통에서의 정확하고 명확한
아이디어 표현
• 프리젠테이션과 수업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 독립적 연구 수행 능력

왜 UCL에서 석사 예비 과정을
공부해야 하나요?
• 수업의 질: 학생들은 UCL캠퍼스 안에서 국제
학생들의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UCL
교수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의 평균
학생 수는 14명입니다.
• 몰입: 학생들은 영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영국에서
요구되는 학습 스타일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코스들은 다양한
강의, 수업과 튜토리얼을 통해 제공됩니다.
또한 소설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보완됩니다.
• 지원: 학생들은 학교 지원서를 제출할
때 교육 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인 일대일
튜토리얼과 개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UCL
학생으로서 학생은 UCL의 광범위한 학업,
복지 관련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1. 이 브로셔와 UCL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학생의 영어 레벨과 학업적
목표, 가능성에 맞는 적합한 코스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3.

지원서 심사 후 학교는 과정의 입학허가
유무에 대해 학생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입학 여부는 현재 영어 시험 성적(각 영역
점수 포함), 학력, 목표 대학원 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 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www.ucl.ac.uk/gpc

*UCL의 1레슨은 50분 입니다.

4.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이메일을 통해,
입학허가를 수락하는 방법과 수업료 지불,
UCL 숙소 지원 등에 대해 안내 받습니다.

학생은 UCL 과정과 기숙사에서 본인의 자리를
확정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지원해야 합니다.

기숙사
www.ucl.ac.uk/accommodation

숙소비용은 학생의 요구조건, 위치, 시설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2018/19년의 주당 기숙사비입니다.
2019/20년 비용은 2019년 봄에 책정됩니다.
자취형(식사미제공):UCL 스튜던트 하우스
1인실: 주당 £138 – £284
식사제공: UCL 기숙사
1인실: 주당 £181 – £236

UCL 기숙사의 대부분은 메인 캠퍼스에서 도보
10-30분 거리에 있습니다.

UCL 국제 석사예비과정
UCL의 국제 석사예비과정은 UCL 혹은 영국 타 대학원 진학을 목표하는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준비과정입니다. 국제 석사예비과정은 성공적인 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영어와 학업수행 기술을 제공하는 고무적이고 엄격한 과정입니다.
왜 국제 석사 예비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포함됩니다. 선택 과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석사 과정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7년에는 16 개국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과정을 선택했고
74% 이상의 학생들이 UCL 혹은 아래와
같은 상위권 교육 기관들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 건축과 도시 디자인

»» 옥스포드 대학교
»» 케임브리지 대학교
»» 에딘버러 대학교
»» 맨체스터 대학교
»» 런던 정치 경제 대학교 (LSE)
»» 브리스톨 대학교
• 국제석사예비과정은 전공관련 텍스트와
과제유형을 공부하면서 학생의 목표
학위과정을 준비합니다. 학생은 미래의
학위에 관련된 주제에 참여함으로써 전공에
특화된 학업 스킬을 개발합니다.
• 평균 14명의 학생이 듣는 수업과 매주
일대일 개별 지도시간을 통해 학생은 석사
입학 지원에 대한 도움을 포함 개인에 맞춘
도움과 안내를 받습니다.

코스 구조
영어, 연구 방법 및 성공적인 석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을 익히는 3개의 필수
과목을 배웁니다.

1.

학업 목적의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및
듣기를 통해 학문적 맥락에서 지식을 나눔,
구축 및 소통 합니다.

2. 연구, 논증 및 비평: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을 조사하고, 그 수준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판, 분석 및 논증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언어 능력을 향상합니다.
3.

구체적 전공 연구, 논증과 비판: 위의 두
과목을 기반으로 학생이 선택한 전공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논증, 비판 능력을
심화합니다. 여기에는 지식의 맥락과 자신이
선택한 또는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 비즈니스, 경제와 경영
• 생명과학과 의료과학
• 인문학과 사회과학
• 법
• 공공정책과 국제공공정책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TEM)
수업은 강의, 수업,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생들은 매주 개별
튜토리얼을 받게 됩니다.

UCL 국제 석사예비과정

시작일

학비

2019년 9월

£17,485

2020년 1월

£13,210

국제 석사 예비과정은 2020년 6월 30 일에
종료됩니다. 시험 결과 및 추가 행정처리도
필요한 경우 이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수업과
시험은 2020년 6월 12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기타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정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수업 평가
학생들은 공식적인 수업 평가와 시험을
바탕으로 국제 석사예비과정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생 후기

이 학위 자격은 UCL의 영어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학생이 UCL 외에 다른 대학을
지원한다면 학생은 국제 석사예비과정의
시험 결과가 해당 대학의 입학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학 조건
두 가지 코스가 가능합니다.
• 32주 (9월 시작)
• 20주 (1월 시작)
학생의 현재 영어 성적에 따라 코스를
선택합니다.
코스 시작 날짜

아이엘츠
전체 최저
조건

아이엘츠
영역별 최저
조건

2019년 9월
(32주)

5.5

5.5

2020년 1월
(20주)

6.0

6.0

이는 최소 입학 조건이며 일반적으로 적합한
지원자가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1월에 입학 지원하는 학생 중 한 영역, 혹은
두 영역에서 5.5 점 이상인 경우, 전체점수가
6.0 점 이상이며 학업 성적이 높다면 심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학비

국제 석사예비과정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카데믹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석사
과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부 스킬을 익혔습니다.
국제 석사예비과정은 제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주요
대학원 수준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해줬습니다.

UCL 석사 과정 입학 요건은 대학원 입학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cl.ac.uk/graduate

이름: Mina Stojanovic

pre-masters@ucl.ac.uk

국적: 세르비아

+44 (0)20 7679 4841			

과정: 국제 석사예비과정

www.ucl.ac.uk/pre-masters

진학: UCL 사회 인지: 연구 및 응용
석사과정

@uclclie

UCL 건축학 석사예비과정(Pre-March)
UCL 건축학 석사예비과정은 UCL바틀렛 건축대학에서 운영하는 UCL 건축학 석사
과정(MArch)에서 오퍼를 받은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6 개월간의 집중준비
교육과정입니다.
왜 건축학 석사예비과정을
공부해야 합니까?

과정 구성

이 과정은 학생에게 세계 최고의 건축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기술, 경험, 자신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자인: 이 과목은 UCL 바틀렛 건축대학 소개,
비판적 사고의 디자인으로의 전환, 드로잉 및
모델 제작을 통한 건축적 사유를 제공합니다.
제작된 작업은 건축학 석사 과정 인터뷰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데 활용됩니다.

• 건축 계산 MSc / MRes
• 건축 디자인 MArch
• 건축사 MA
• 건축과 역사적 도시환경 MA
• 바이오통합 디자인 MArch / MSc
• 제조를 위한 디자인 MArch
• 퍼포먼스와 상호작용을 위한 디자인 MArch
• 조경 건축 MA / MLA
• 도시디자인 MArch
스킬 개발: 건축학 석사예비과정은 학생의
아카데믹 영어와 문해력과 더불어 대학원
수준에서 요구되는 연구 및 비판적 사고
스킬을 개발시킵니다. 또한 본 과정은 디자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학생의
건축 디자인 스킬을 지원하고 전문적 실습에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전문지식: 본 과정은 UCL 바틀렛 건축대학과
UCL 어학&국제교육센터가 공동으로 국제
건축학 학생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개발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각 부서의
우수한 교수진들로부터 전문 지식과 교육을
받습니다.
지원: 학생들은 UCL 바틀렛 건축학교 입학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개별적 지원과 안내를
받습니다.
진학: 바틀렛의 학업팀의 도움을 받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조건으로 입학허가가 보장됩니다.
• 건축 MArch 지원자들(ARB/ RIBA Part 2):
최소 디자인 70%과 아카데믹 리서치와
반성적 실천 65%
• 위에 나열된 모든 코스 지원자들: 최소
디자인 65%과 아카데믹 리서치와 반성적
실천 65%
2017년에는 83%의 건축학 석사예비 학생들이
UCL 바틀렛 건축 학교 석사 과정으로
진학했습니다.

연락처
UCL 건축학 석사 예비과정
pre-march@ucl.ac.uk
+44 (0)20 7679 8666 			
www.ucl.ac.uk/pre-march
@uclclie

학생은 두 개의 필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학문적 연구와 반성적 실천: 이 과목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일관된 논증뿐만 아니라
성찰, 비평, 연구를 강조하는 학문적 영어
스킬과 읽고 쓰는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수업 평가
건축학 석사예비과정 학생은 공식적인
수업 평가와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학
석사예비과정 학위를 취득합니다.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프로젝트
• 성찰적 리포트
• 디자인 프로젝트는 최종 구두 발표와 사진,
소묘, 제안 모델들 등으로 이루어진 실물
포트폴리오를 통해 평가됩니다.

입학 조건과 학비
영어 최소 입학 조건:
과정 시작

아이엘츠
전체 최저
조건

아이엘츠 학비
과목별
최저 조건

2020년 1월

6.0

6.0

£12,200

건축학 석사 예비과정은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시험결과 및 추가 행정 처리도
필요 시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기타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정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ww.ucl.ac.uk/pre-march

학문적 평가
CJ Lim 교수,
건축학•도시공학 교수,
UCL 바틀렛 건축대학 국제교류처장

뛰어난 건축학 석사 학생들은
반드시 학업 담론에 대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비판적 사고를
혁신적인 디자인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UCL
의 건축 석사 예비 과정은
특히 국제 건축학 석사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UCL 프리세셔널 영어 과정
UCL의 프리세셔널 과정은 UCL 이나 타 영국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 진학을
계획하지만, 조건부 입학허가의 영어 요건을 맞추지 못 한 국제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코스입니다.
왜 프리세셔널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까?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학업 능력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대학에서의 학업에 필요한
영어 실력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017년에는
89%의 프리세셔널 학생들이 성공적인 코스
통과 후 UCL 학위 프로그램으로 진학했습니다.
이 코스는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아카데믹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를
쓰기와 말하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킬
개발
• 효과적인 노트 필기로 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움
• 학계 및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강의
수강
• 구술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에 중점을 두고
학업적인 상황에서 말하기실력 향상
•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잘 논쟁이 된
에세이를 학업적 스타일로 쓰는 능력 개발
• 적절한 학업적 자료를 선택, 사용 및 참조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입학 조건

학생 후기

과정

대상

18주

UCL 또는 타 영국대학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

6주, 8주, 12주

UCL 학위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
(조건부 혹은 무조건부)

프리세셔널 과정의 영어조건은 각 학과의 입학
영어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영국 대학교들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독립적
학습 능력과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스킬
발달

어떤 과정을 신청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과정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과정 구성

코스 날짜와 학비

프리세셔널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또는 오후에 운영하는 집중적인
수업입니다. 한 반 당 인원은 평균 14명으로
소수정예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매주 수업과 튜토리얼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표에는 UCL의 뛰어난 교수진이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세계 최고의 연구를
제공합니다.

과정 평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읽기 및 쓰기 통합 시험
• 학술 주제에 대한 확장된 에세이

www.ucl.ac.uk/pre-sess

코스

시작일

학비

18주

2019년 4월 29일

£8,650

12주

2019년 6월 10일

£6,260

8주

2019년 7월 8일

£5,285

6주

2019년 7월 22일

£3,950

모든 프리세셔널 과정은 9월 13일에
종료됩니다. 시험 결과 및 추가 행정처리도 이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수업과 시험은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학위

• 수업 안에서의 듣기 평가.

UCL 프리세셔널 영어 과정을 수료한 경우 UCL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UCL이 아닌 타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UCL 프리세셔널 시험 결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
UCL 입학 전 영어과정
presess@ucl.ac.uk
+44 (0)20 7679 8665 			
www.ucl.ac.uk/pre-sess
@uclclie

반면 IELTS 시험에서 저는
카드를 집어 들고 자동차나
영화 같은 무작위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기타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정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구술 프레젠테이션과 학문적 주제에 대한
문답 세션
UCL 오퍼 조건을 충족하여 성공적으로
석사예비과정을 이수한 경우 UCL 석사 진학을
위해 IELTS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프리세셔널
코스를 통해 IELTS 코스보다
훨씬 학업 준비에 중점을 둘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세셔널 코스에서는 앞으로
목표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들에게 매우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 Essam Tawfik

면책: 이 정보는 안내서로만 인정됩니다.
이 내용이 권고나 어떠한 계약의
일부분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UCL
석사진학준비과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ucl.ac.uk/gpc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ucl.ac.uk/gpc

국적: 사우디
과정: 19주 프리세셔널 영어
진학: UCL 제약학 박사과정

UCL Pre-Master’s and
Pre-sessional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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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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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WC1H 0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