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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대학교 기초 프로그램(USFP)에 대해
알아보세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세요. 시드니 대학교 기초 프로그램(the
University of Sydney Foundation Program, USFP)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선택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업과 영어 기반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표준 프로그램(40주), 집중 프로그램(30주), 확장
프로그램(59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과거
성적 및 성과와 본교의 요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택한 교육 과정에 따라 각 프로그램은 필수 핵심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옵션에서 교육 과정을
선택하세요.
-

과학/엔지니어링 및 IT/보건

-

미술/미디어*

-

-

학사 과정을 위한 훌륭한 준비

-	대학에서 전공하려는 학문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선택하세요

-	테일러스 컬리지(Taylors College)에서 시드니 대학교로
함께 학업을 이어가게 될 전 세계의 친구들과 인맥을 쌓게
됩니다

음악^

시각 미술 및 디자인^

2018년 프로그램 등록금 및 시작일
등록금

표준(40주)

$33,150

확장(59주)

$43,220

집중(30주)

$33,150

*4월과 10월을 제외하고 언제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1월 입학만 가능합니다

-	USFP 프로그램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면 시드니
대학교에서 선택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교육 목적에 따라 설계된 캠퍼스의 현대식 첨단 시설에서
공부하세요

경제/상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혜택

시작일

종료일

대학 시작

2018년 2월 6일

2018년 12월 21일

2019년 3월

2018년 2월 12일

2019년 7월 5일

2019년 7월

2018년 12월 21일

2019년 3월

2018년 7월 23일

2019년 7월 5일

2018년 8월 13일

2019년 12월 20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7월 5일

2018년 4월 30일

2019년 7월

2020년 3월
2019년 7월

시드니 대학교로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시드니 대학교와 USFP 팀은 함께 협력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을
위한 완벽한 학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지원 과정

지원은 브로셔나 온라인(taylorssydney.edu.au/apply)으로
할 수 있습니다.

USFP 입학 요건
영어

시험

확장 프로그램

IELTS 5.0(5.0미만 불가)

IELTS
Academic

483(TWE 3.5)

TOEFL PBT

56(쓰기: 14미만 불가)

TOEFL IBT

42(쓰기: 42미만 불가)

PTE
Academic

154

CAE

주의: 본 USFP 입학 요건 정보는 안내용이며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taylorssydney.edu.au/usfp 를 방문하세요.

학업

표준 프로그램

IELTS 5.5(5.5미만 불가)

506(TWE 4)

62(쓰기: 16미만 불가)

46(쓰기: 46미만 불가)

162

집중 프로그램

IELTS 6.0(5.5미만 불가)

534(TWE 4)

73(쓰기: 16미만 불가)

54(쓰기: 46미만 불가)

169

국가

확장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

집중 프로그램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인증 - 4-5등급

고등학교 2학년 인증 - 2-3등급

고등학교 2학년 인증 - 1등급

호주

11학년(관련 과목에서 60%)

11학년(관련 과목에서 70%)

11학년(관련 과목에서 75%)

높은 진학률
-

USFP 학생 거의 100%가 졸업과 동시에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2016년 졸업생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90.8%가 시드니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 91.2%가 GPA 6.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USFP에서 경험은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미래의 세계 리더를 꿈꾸는 모든 학
생들에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졸
업 후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Janet
대한민국

지원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시드니 대학교 세계 순위
-

2017/18년 QS 세계 대학 순위 – 50위

2016/17년 ‘THE’ 세계 대학 순위 – 60위

-	2016/17년 QS 취업성 순위의 호주 졸업생 취업성
분야에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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