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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영어 실력을 연습하고, 소프트 기술을 개발하고, 

다문화 대학환경에서 자신감을 키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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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T의 10대를 위한 영어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고안된 흥미진진한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국제적인 
대학 환경에서 영어, 지식 및 소프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RMIT 베트남의 다른 영어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10대를 위한 영어는 호주 명문 
영어 교육 품질 보증시스템인 NEAS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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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필수적인 학문적 기술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해 필요한 학문적인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조사 및 참조 기술

보고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

리더쉽 및 팀워크 기술

비판적 사고와 다차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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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평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웹사이트 디자인, 영화 제작, 포스터 제작, 
출판 등과 같은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코스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 과제를 개발하고 시행하기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각 코스마다 3개의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교실 밖의 현실 
세계에 영어를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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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기술 적용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학생들은 RMIT의 독점적 Canvas 온라인 자율 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 사용, 교사로부터 
업데이트된 과제, 기술 향상을 위한 추가 과제, 친구들과 함께 
그룹활동 교환하고 교사로부터 온라인 피드백을 받는 등의 
자료에 접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Prezi, Lucid Press, 
Quizlet, Storyboard, Sway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학습, 계획 
및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이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배우고 사용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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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과외 워크샵 및 1개의 “Future 
Me” 워크샵 시리즈 야외 세션

무엇을 얻게 됩니까?

“Future Me” 워크샵 시리즈는 특히 학생들이 
소프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문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세가지 주요 주제인 “삶을 위한 기술”, 
“개인 개발” 및 “미래를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개의 다른 워크샵에서, 이 시리즈는 
학생들의 사회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삶의 기술을 다룰 
것입니다. 워크샵 세부사항 및 각 기술의 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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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국제대학환경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학생은 다음 항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장비 및 모든 영어 레벨을 위한 다양한 독서 
서적을 갖추고 있는 영어독립학습센터 (ILC). 

학습 센터는 필요에 따라 교사와 1대1 상담 또는 그룹 
상담을 제공합니다.

RMIT 학생과 같은 수천 권의 책과 저널이 있는 대학교의 
현대적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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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시험준비 및 국제 
대학 준비

10대 프로그램을 위한 영어의 여섯 단계는 다른 IELTS의 
시험 점수와 동등하며, 모든 단계를 마친 학생들은 6.5점 
이상의 IELTS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 레벨에서 학생들은 IELTS 기술에 초점을 맞춘 40
시간의 연습과 두 번의 연습 테스트를 완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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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Me” 
워크샵

“Future Me” 워크샵은 10대들이 미래에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주제와 
5가지 다른 워크샵에서 필수적인 소프트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대 탐험가들은 워크샵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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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술
10대들은 점점 더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 
강력하고 명확한 서면, 언어, 시각 및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문 
교사들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자가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는 양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층을 벗겨낼 때(논쟁을 분석하기 
시작할 때), 다른 층이 있고(다른 질문이 
있고),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배지를 획득하십시오.

주제 1 
“삶을 위한 소프
트 기술”

창의력과 혁신
혁신적이고 협력하십시오 - 우리는 
10대와 관련된 이슈와 주제를 
검토할 것이며, 여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와 이슈를 보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팀워크 및 협동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팀 
플레이어가 되는 능력은 학교, 대학 
및 모든 생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자기 반성을 장려하는 우리의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세계적인 의식
우리는 당신이 전 세계의 십대들과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식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다양한 배경과 문화권의 
청소년들과 소통하십시오.

5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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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미래에 취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십시오. 
LEGO®를 사용하여 미래에 “다리를 
놓으십시오”!

소셜 미디어 의식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재미를 가져야하지만, 
온라인 프로필을 최적화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마음 챙김 / 스트레스 
다루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배지를 
획득하십시오. 시험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의 
압력,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십시오.

주제 2 
“개인 개발”

신뢰 구축
이 워크샵은 수줍음을 극복하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활동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강한 당신
재미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관리하십시오.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이점을 
찾아보십시오.

5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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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기술
리더십 기술은 그룹 작업, 프로젝트 및 기타 
과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면의 지도자’
를 찾아 성공을 위한 첫 단계를 밟으십시오.

시간관리 및 목표설정
스마트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고, 보다 체계화되고, 목표달성을 위한 
비밀을 찾으십시오.

대중 연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시키고, 청중들의 참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지 확인하십시오.

주제 3 
“미래를 위한 준비”

앞선 생각
뛰어난 대학 지원: 당사의 전문 
RMIT 직원이 대학 지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최고 기관에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십시오.

성공을 위한 복장
당신의 이미지와 외모는 당신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한 팁을 얻으십시오.

5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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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함께 공부할 것입니까?
학생들은 RMIT의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교사들은 국제 교육 
자격요건이 RMIT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최소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을 위한 영어는 호주 최고의 영어 교육 품질 보증 시스템인 NEAS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 학생들은 베트남에서 영어 실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RMIT에서는 교사들이 의사소통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학습자와 소통하며, 
학습자를 수업의 중점에 두고,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지식을 쌓습니다. RMIT
대학에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준비시키는데 경험과 자격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배움으로써, 고등학교에 필요한 학문적 기술과 장점을 갖출 것입니다.

존 월시 
영국인

사이포 누큐베 
영국인

메리 페레즈 
미국인

베트남에서 가장 재능있는 젊은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저는 매일 
풍족하며 영감을 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발전을 돕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RMIT에서 10대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수업을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만드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베트남에서 가르치는 동안, 
십대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줍고 조심스러움에서 
재미있고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영어를 통해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십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를 연습하는 
것을 돕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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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구조

평가

RMIT의 10대들을 위한 영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급에서 상급까지 6단계

각 레벨은 각각 60시간의 2개 모듈(A&B)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각 모듈은 3개의 소프트기술 워크샵을 결합합니다.

상급에는 40시간의 IELTS 집중 기술과 테스트 실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120
시간을 제외한 IELTS 실전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각 유닛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4개의 퀴즈

3개의 프로젝트

4가지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코스 종료 평가 1개.

학부모들은 코스 중간과 코스 종료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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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일정

최신 코스 개강 날짜는 School of Language and English에 문의하십시오

남 사이공 캠퍼스
토요일 &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15주/모듈)

하노이 캠퍼스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20주/모듈)

다낭 캠퍼스
월요일 & 수요일 혹은 
토요일 & 일요일 
(15주/모듈)

영어 배치 시험
우리는 학생의 현재 수준 파악을 위한 영어 배치 시험을 제공합니다. 시험은 문법, 작문 
및 말하기 등을 포함하며, 학생이 올바른 수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MIT 
영어 교사에 의해 실시됩니다.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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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