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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나라영국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은 지금도 경제와 교육계에 특

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

웨덴, 미국에서도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전 세계의

공용어인영어의본토에서학생들은국제적인표준영어를

몸에 익힐 수있습니다.

영국의 국 공립 대학교들은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들이며 전 세계의100위권에 속하여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학위를 안겨줍니다. 영국은 학위 외에도

유학생들에게 많은 가치를 안겨줄 수있습니다.

각국의 민족이 모인 국제적인 환경, 시간과 역사를 이겨낸

고대 건물들,선진국의 가치를 알려주는 신사의 문화, 그리

고 넓은 안목을 선물해주는 유럽 중심의 국가로서 유학생

들은 국내에 돌아갈 때많은 경험들을 안고 가게 됩니다.

60여개이상의

전세계에서인정해주는

영국대학교로마지막학년
진학을하자!

영국명문국·공립대학교

영국의학사학위



한국vs영국의교육제도

영국에서 요구되는 학습능력

1. 논문작성 능력

Finding Thesis (주제선정), Understanding Context (문맥이해),

Academic Research ( 학 문 적 연 구 ), Paraphrasing ( 요 약 ),

Referencing (출저법) 등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훈련을 통하

여 익혀야 하는 능력입니다. 영국 학사학위가 타 국가의 졸업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Degree with Thesis’ ‘논문을 겸한 졸

업장’을 받으며 학위를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학사에서 요구되

는 논문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학생들에게는

졸업에 필요한 가장 큰 장벽입니다.

2. 자기주도 학습

영국의 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의 강의에 대한

과제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스스로 학업

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며 강의의 내용보

다 수업 외 시간에 투자하는 공부습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연구조사 능력

영국의 학업평가는 교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닌 해당 과목의 ‘이수

이론’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강의와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과

제와 시험을 보는 것은 부족하기에 본인 스스로 인터넷, 도서관, 통계조

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던 한국학

생들에게 주어진 교과서와 강의 수업내용 외에 정보지식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꾸준한 연습을 통하

여 주어진 틀에서 벗어난 견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익혀야 합니다.

4. O2O 교육과정

Online to Offine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교육은 영국을 포함하여 현재

전 유럽과 미국 대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입

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쉽고 빠르

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의 강의와 예일 대학교 논문

자료들도 MOOC와 다른 온라인 기반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얻을 수 있

습니다. 모든 과제와 학습내용을 쉽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오프라인 교수와 학업환경을 통하여 수업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게 운영하는 O2O 수업방식은 많은 한국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

기 위해 익숙해져야 하는 학습 환경입니다.

영국의 학사가 3년인 이유

영국의학사학위과정이3년인이유는세가지로나뉠수있습니다.

1.영국은1년더공부하는13학년, 한국과미국은12학년교육제도를사용합
니다.

2. 영국은 ‘교양과목’이없고모든과목들이전공과연관된과목입니다.

3. 영국의대학제도는학사졸업을위해졸업요건으로논문제출을요구합니
다.



UnitedKingdom

진학가능한
대학교리스트

UNITEDKINGDOM



COVENTRY 소개
학생들은 건강,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실험실, 공연 예

술 스튜디오 및 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모든 학문 분야의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ventry

University는 교육 및 학습에 있어 3개의 국립 최고 센터

(Centre of Excellence)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건

, 설계 및 수학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Coventry University와 공공 부문 및 자발적 분야

의 선도적인 기업 및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졸

업 시 취업률이 높은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됩니다.

COVENTRY 특장점

·영국내 대학교에서 13위 순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THE Ranking 2018)

·학문적 경험: 문제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서 학생들이배운지식을접목시킬수 있도록기

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 2017년 학생 만족도 부

분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London campus에서 마지막학년학습

학업 수준이상당히 높으며교수님들의 기준이

엄격함.높은Academic 요구사항들충족필요

영어성적 6.0UKVI IELTS

영국국·공립대학교

Top-up 진학 가능 학과

MBA Business Management
BA (Hons) Global Business
LLB (Hons) Business Management



영어성적 6.0UKVI IELTS

University of Chichester소개

영국 종합랭킹 52위로 선정될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와

연구실적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코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을 보유하

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과 더불어 자기 계발을 위한 예술

적인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랭킹 또한 22위이며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두

각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전통 있는 대학교답게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교육을 제

공하며 밀도 높은 관리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MBA 석

사논문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수진과 아카데미 팀이 함께

지원하고있습니다.

Top-up 진학 가능 학과

MBA Business Administration
BA (Hons) Business Studies
LLB (Hons)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University of Chichester는 1800년도에설립된전통이깊은대학교입니다. 

현재메인캠퍼스는College Lane에 위치해있으며Bishop Otter Campus

로 영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SSEX 소개

1963년에 설립된 영국 Essex에 있는 공립
연구 대학입니다. Essex 대학은 호기심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색하고 경계를
넓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긴밀하고
지원적인 커뮤니티는 14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1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강력한 글로벌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Teaching
Excel lence and Student Outcomes
Framework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ESSEX 특장점

• 영국 내 대학교에서 25위 순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THE Ranking 2018)

• 노벨 경제학상, 평화상 수상자, 코스타리카
대통령,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타워설계자,
해리포터 영화감독 등을 배출한 명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성적 6.5UKVI IELTS

Top-up 진학 가능 학과

BA (Hons) Business Management
BA (Hons) Business Psychology 
LLB (Hons) Law



영어성적 6.0UKVI IELTS

1891년에 설립된 학교로 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Teaching

Excellence Framework에서 Silver 등급으로 인정되었을 정도로 우수하

며 현재 9,085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입니다. 처음 개교는 School of Science

and Art로 시작하였으나, 외내형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7년 지금의

BNU가되었습니다.

Buckinghamshire  
New University 소개

Top-up 진학 가능 학과

MBA (Business Administration)
BA (Hons) Business Administration



영어성적 6.0UKVI IELTS

University of Bolton 소 개

볼턴대학은 볼턴 역학 연구소로 출발하였는데, 1887년 역학 연구 위

원회는 19세기 급속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고자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학생수가 1,500명에 이르

는 기술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University of Bolton의특징

볼턴 대학은 직업 중심적이고 산업관련 교육

학위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미래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로서 2015년

UTC건물이 완공된 후 사이언스 및 엔지니어링

을 위한 시설에 16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에 현재 캠퍼스의 리노베이션 및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타임즈는 볼턴 대학이 연구에만 몰입된 대학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축, 사회복지 및 정책 등

에서 세계를 이끄는 대학으로 평가하였습니다.

Top-up 진학 가능 학과

BA (Hon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BA (Hons) Business Studies



영어성적 6.0UKVI IELTS

University of Derby 소개

더비 대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서 1851년 Teacher Training

College로 개교하여 2년 후에는 아트스쿨의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

후 끊임 없는 여러 학교와의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현재의 더비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1992년에 University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94년에

아트리움이 건립되고 97년에는 현재의 도서관인

러닝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2012년에는 Leek 컬리지와 합병하게 되고 2016

년에 이르러서는 체스터 필드에 새로운 캠퍼스를

오픈합니다. 현재 300개 이상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온라인 수강생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재학생 수는 2018년 기준으로 19,145명이며 이 중

에서 학부생이 14,775명이고 대학원생은 4,370명

입니다.

더비 대학은 영국 정부에서 평가하는 TEF에서 가

장 높은 골드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Top-up 진학 가능 학과

BA (Hons) Acconting and Finace
BA (Hons) International Hospitality Business
Management MSc Finance
MBA Global Finance



Anglia Ruskin University 소개

영어성적 6.5UKVI IELTS

1858년 캠브리지 예술대학으로 설립된 앵글리아 러스

킨 대학교는 영국의 사상가이자 평론가인 존 러스킨에

서 따온 것이며, 존 러스킨이 개교 기념 연설을 했습니

다.

캠브리지, 첼름스퍼드, 피터버러, 런던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타임스 고등교육 세계대학교 랭킹)에서

300~350위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의 명문 국공

립 대학교입니다.

특장점

캠브리지 캠퍼스는 약 1만여 명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들이 재학 중이며, 그중에 약 1/4의 학생들은 국제 학생

들입니다.

경제, 금융 및 법률의 중심지인 캠브리지 캠퍼스의 과정

은 산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있습니다.

Top-up 진학 가능 학과

BA (Hons)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BA (Hons) Business Studies



영어성적 6.5UKVI IELTS

ARDEN University 소개

199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25년 동안 약 50,000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켰습니다.

현대 혁신 대학교 중 하나로 Blended Learning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학습 방법), 국경을 초월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현대에 맞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위를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온라인 커리큘럼이 잘 개발되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영국 땅을 밟을 필요 없이 영국 국 공립 대학교 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마련했습니다.

특장점

 온라인학습코스뿐만아니라,영국의연구센터에서혼합된학습도

제공 (Distance Learning, Blended Learning 제공)

 온라인 학습으로학위, 석사, MBA프로그램까지제공

 18세이상다양한연령층에캠퍼스와온라인교육을지원

 학생 지원 코디네이터가등록에서부터졸업에이르기까지안내

 학생의90%가학업과함께일하고수입을내는 구조

Top-up 진학 가능 학과

BS (Hons) Compu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