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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베트남의 국제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IELTS 시험을 치든, 해외 유학 혹은 
이민 목적을 위해 치든, RMIT는 당신에게 
IELTS 시험에 필요한 학업 및 학습 기술을 
제공합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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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얻게 됩니까?

RMIT는 IELTS 시험 점수를 극대화하기위해 4가지 시험 
기술을 직접 실습하여 학습기술과 시험 전략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대화형 과정을 제공합니다:

양한 어휘를 자신있게 사용하십시오

인상적이고 간결한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간단하고 복잡한 문장을 효과적으로 쓰십시오

복잡한 논쟁을 이해하고 대응하십시오

정보를 분석하고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올바른 문법 사용법을 보여주십시오

IELTS 시험 점수를 극대화하기위한 시험 전략을 
이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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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강점

개인 시간에 4개의 IELTS 기술을 연습하여 Canvas 온라인 학습 
시스템 및 온라인 워크북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과 
함께 4가지 기술에 대한 “세번의 연습시험을 경험하고, 진행중인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대1 개인교습 서비스는 당신의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원어민 선생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기위한 
것으로 수업 시간 외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RMIT에서 우리의 영어 교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어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IELTS 전문가들입니다. 당신은 IELTS 
시험에 대한 최신 지식과 통찰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활기차고 매력적인 교육과 학습 경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Canvas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온라운 워크북을 
사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MIT의 
최신시설, RMIT 멜버른 도서관 시스템의 등급이 나뉜 수천가지 
자료와 전자책이 있는 독자 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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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보장

RMIT의 IELTS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면 
배치시험을 통해 당신의 올바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목표로 
하는 테스트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식 IELTS 시험 결과가 당신의 코스 밴드의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1개의 무료 코스를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최소 85% 출석률

85%로 제 시간에 완료된 쓰기 및 말하기 
과제

IELTS 시험 결과는 코스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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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경로 
다이어그램

오늘 당신의 목표 IELTS 밴드 점수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

목표 결과 (보증 없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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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당신은 학습 목표를 충족하는 유연한 코스 
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수업: 주 2-3회, 월 - 수 - 금

집중 수업: 주 5회, 월 - 화 - 수 - 목 - 금

(*) 최신 코스 시작 날짜는 School of Language and English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현재 레벨을 찾기 
위해 영어 배치시험을 제공합니다. 
이 시험은 문법, 쓰기 및 말하기를 
포함하여, 당신이 올바른 레벨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MIT 영어 선생님들에 의해 
실시됩니다.

영어 배치시험



남 사이공 캠퍼스

하노이 캠퍼스

다낭 캠퍼스

702 Nguyen Van Linh Street, District 7 
englishhcm.enquiries@rmit.edu.vn  
(028) 3776 1338

Handi Resco Building, 521 Kim Ma, Ba Dinh 
englishhn.enquiries@rmit.edu.vn  
(024) 3724 5945

Floor 4, F.Home Building 
16 Ly Thuong Kiet, Hai Chau District 
englishdn.enquiries@rmit.edu.vn 
1800 577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