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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가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

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

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

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

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스마트 안심유학’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

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

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

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

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

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

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

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

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

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

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

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

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영잘못도, 내신 6등급 학생도 OK?

패스웨이를 알면 해외 명문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어실력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대학을 진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패스웨이(Pathway)는 다양한 여건의 학생

들이 글로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약 1

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양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유학생 조건부 입학보

장제도인 패스웨이를 낱낱이 살펴보자.

내신 6등급, 세계대학랭킹 10위 명문대 입학!

고등학교 내신 6등급이던 강** 학생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단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

다고 생각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패스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어학교에서

일단 어학연수를 마친 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UCLA 대학교 재료공학과에

당당히 편입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패스웨이를 통해 실현하는 해외 명문대생의 꿈

해외 명문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보는 것,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꿈은 꿈일 뿐’이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면 더욱 그럴 것.

물론 그 나라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학

에 입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대학들의 경우

자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진학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스웨이다.

패스웨이는 글로벌 4년제 대학에서 자국의 학생들과 같은 입학전형을 통해서

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유학생을 위해 입학의 문턱은 확 낮추고, 차근차근 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예비과정이다. 따라서

패스웨이를 활용한 유학생들은 토익, 토플 등의 영어시험이나 SAT 점수 없이

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고, 패스웨이 1년 동안 대학교 교

양 과목과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2학년 진학 이후 자국 학생들과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라마다 유학생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마련

그렇다면, 패스웨이는 모든 나라 대학에서 모두 가능한 걸까? 나라마다 유학

생들의 입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

스웨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소위 교육 선진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2,300여 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교육대국 미국은 현재

패스웨이를 활용한 대학진학 시스템이 가장 진화하는 나라. 1년 과정의 패스

웨이 과정을 마치고 해당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대학

에서 공부하고 폭 넓게 타 명문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영국은 일반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외고나

특목고 출신들은 1년 속성 A-Level을 이수하면 Top10 대학 진학의 가능성

이 높고, 그 외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Top20 대학까

지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명문대들이 많은 호주와 캐나다도 패스웨이를 통한 진학방법

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잘 활용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

더 유명하고 우수한 글로벌 명문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각나라 패스웨이(대학진학) 프로그램

미국

패스웨이 수료 후 해당 대학 혹은 대학 2학년으로 진학(편입) 가능

영국

파운데이션 1년 수료 후 전공 3과목과 영어성적으로 세계 200대

영국 명문대 진학 가능

캐나다

영어학교 혹은 패스웨이 기관을 통한 패스웨이 수료 후 캐나다 명

문대 진학 가능

호주

희망하는 대학 디플로마 과정 수료 후 2학년으로 진학 가능

★ 패스웨이, 이래서 좋다! ★

• 한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대학 입학 허가

• 영어성적(TOEFL, IELTS 등)과 SAT성적 없이도 대학 진학

• 1년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이수 후 예정된 대학의 2학년 진학

• 글로벌 패스웨이 과정 이수 중에는 현지 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학부 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도 함께 수업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

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

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

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

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

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

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

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

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

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

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http://www.isecard.co.kr/new/
https://www.isic.co.kr/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

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

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

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

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

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각기 사

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

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영국 대학(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

유학네트는 미국 20여 개 대학교와 캐나다 40여 개 대학교, 영국 70여 개 대

학교, 호주 40여 개 대학교의 공식 입학지원처로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대학

(원) 진학을 안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 지원시

기, 지원 가능한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컨설팅,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의 모

든 과정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를 통해 진학할 수 있

는 영국 입학 지원 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학네트가 입학 지원하는 영국 명문대학교



※ 이외 희망하는 전공, 지역, 성적 등에 따라 영국의 모든 대학교로 지원 가능

영국 대학교에 진학하려면 A레벨(A-Level)이라는 대학 입학 고사를 치러야

한다. 영어 실력이 낮은 경우, HND 준학사 과정을 통해 영국 명문대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교를 졸업한 경우, 영국 대

학교에 입학하려면 영국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해당하는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 파운데이션)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예비과정 1년 이수 후 영

국 대학교로 진학하면 시간적인 손해 없이 바로 영국 학제에 편입할 수 있다.





UNITED
KINGDOM

영국



깊이 있는 교육 철학을 자랑하는 대학교육의
본고장 영국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경제적, 문화적으

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식 영어’를 영어의 표준

으로 생각하고 ‘영국식 영어’를 영국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사실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보다 훨씬 보편적이다. 

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제올림픽위원회, 북대서양 조약

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 주요 단체들도 ‘영국식 영어’를

표준 영어로 채용하고 있다. 본토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의 본고장 영국에서

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영어의 본고장 영국! 유학에 있어서도 본고장이다!

영어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세계 어디서나 고급영어로 인정받는 영국식 영어

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영어권 국가 중 영국식 영어를 사용

하는 나라의 비율은 2/3 이상으로, 영국은 수세기에 걸쳐 입증된 교육제도와

독창적인 영어 교수법, 다양한 교재가 발달한 영어 종주국이다. 

국가의 역사만큼이나 교육과 유학의 역사도 오래된 영국은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과과정이 연구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수진이 풍부

한 유학생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느 국가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

다.



2. 넓이보다는 깊이를 중시하는 영국식 교육!

미국식 교육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식 교육은 미국이 교양과목

등 깊이보다는 넓이를 중시하는 반면, 과목수는 적으나 한 분야에 있어서 보

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식 교육제도를 채

택한 나라들의 대학이 4년 과정인데 비해 영국의 대학은 3년 과정으로 대학

입학 전에 이미 학과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선행학습과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입

학하고 있다.

3.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Top 대학이 영국에 한가득!

2017-18년 The Times가 발표한 세계대학랭킹을 살펴보면 옥스포드 대학

교(University of Oxford)가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영국 대학 중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200위권 내에 총 31개 영국 대학이 랭크 되었다. 개수에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영국 전역에 180여 개의 종합대학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7%의 대학이 세계 200위권에 드는 것으로 실로 대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 비싸서 부담된다? 아르바이트에 의료보험, 졸업 후 취업까지 OK!

많은 학생들이 영국은 물가와 학비 모두 비싼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짧기 때문에(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1

년) 같은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시간은 물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를 받은 영국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가 가능하며,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비

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위 취득 시 2년 동안의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5. 안전한 환경! 유럽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국제적 인맥!

신사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은 총기소지가 불법이며 범죄율도 낮은 국가이다. 

이는 다른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가까운

유럽권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타국가에 비해 더욱 국제적이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6. 낮은 한국인 비율, 다양한 학생 국적!

영국은 아직까지도 주요 영어권 유학 국가 중 한국인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영국의 환율과 비자규정 등의 이유로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유학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반면 유럽 및 주변 국가에서는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

여 프랑스, 벨기에, 터키 등을 포함한 유럽의 각국은 물론 중남미, 아시아 등

의 전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종, 문화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영국의 교육제도 및 고등교육기관 바로 알기!

미국에 비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영국의 교육제도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라는 영국인의 생각을 잘 대변한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중등과

정을 마치는 16세까지이다. 중등과정을 마칠 때 GCSE라는 졸업 시험을 보

게 되며, 대학교(University)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입 준비과정에 해

당되는 2년 간의 A Level 준비과정을 하게 된다. 

만약 University로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 전문 컬리지

에 입학하여 바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University 진학을 선택한 학생

은 2년간의 A Level 준비과정을 마치고 A Level 성적에 따라 진학을 하게 된

다. 이는 3년 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과 비슷하

지만, A Level 준비과정을 하는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할 과정이 요구하는

기초 교양 과정을 미리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과정도 포함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과정(GCE A Level)

영국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인 A Level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첫해에 대학에

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AS(Advanced Subsidiary) 단계의 4∼5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다음해 그 중 3~4개의 A2과목을 다시 선택해 공부하

게 된다. 시험에 대한 평가는 내신성적과 시험결과로 구성되며, A Level 준비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C 이상 성적으로 GCSE 5개 과목 이상을 합격해야

한다.



대학교(University)

영국의 대학교는 대부분 공립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대학은 모두 자율적으로 학위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고등 교육 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므로 높은 교육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은 4개의 행정구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이 지방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교육

체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부(University - Undergraduate)

영국의 학부과정은 뛰어난 연구 성과에 힘입어 학문적으로 심도 깊지만 지식

습득에만 치중하지 않고 지식의 활용 및 실용성 또한 중시한다. 즉 최신 학문

을 배우는 동시에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진취적

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훈련 받게 된다. 영국은 종합 대학 랭킹보다는 전공별

랭킹을 중시하므로 전공별 순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통 9

월에 학기가 시작되며 3학기제, 3년 과정으로 교양과정 없이 전공과목을 바

로 공부하게 된다.

대학원(University - Postgraduate)

영국 내 대학원은 과정 선택의 폭이 넓으며, 질적 수준이 높고, 특히 연구 분야

가 강하다. 우리나라의 석사과정과 비슷하게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는 1년의

수업석사과정(Taught Mater)과 수업 없이 연구만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

는 2년 과정의 연구석사과정(Research Master)으로 나뉜다. 박사과정은

3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전공의 경우, 우리나라 학사 학위로 영국

의 수업 석사 입학이 가능하다.



전문대학(Stage College)

평생 교육(Further Education) 개념으로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

의 교육을 제공한다. 대부분 국공립으로 산업체와의 연계가 탄탄하며 산업 현

장에서 요구되는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과정 중 일정 기간의 현장 실습

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적인 능력과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 자격

증 과정(National Diploma, ND) 또는 고급 국가 자격증 과정(Higher 

National Diploma, HND) 등의 직업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학사과정에 입학하거나 편입할 수도 있다.



도표로 보는 영국 교육제도

나이 학교 학년

21세
이상

대학원
박사 (3~4년)

석사 (1~2년)

20

대학교 (University)

3학년

19 2학년

18 1학년

17
2년제 대학 (State 

College)
대입준비과정 (A 

Level)

6학년 (Form VI 
- Upper)

16
6학년 (Form VI 

- Lower)

15
중등교육과정 (GCSE)

5학년 (Form V)

14 4학년 (Form IV)

13

중학교 (Secondary School)

3학년 (Form III)

12 2학년 (Form II)

11 1학년 (Form I)

10

초등학교 (Preparatory School)

6학년

9 5학년

8 4학년

7 3학년

6 2학년

5 1학년



영국 대학,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학사과정은 대개 9월에 시작하는 3학기제(9월, 1월, 4월)로서 보통 3년 과

정으로 교양과정 없이 곧장 전공과목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고등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영국에서 1년간의 학부예비과정을 이수한 후 대

학 입학이 가능하다. 영국의 학부과정 지원은 영국 대학진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UCAS(Universities & Colleges Admissions Service)라는 기관

을 통해 최대 5개 학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의학, 수의학, 치의학과 관련 학과

는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계별 준비사항

학교정보 수집 및 유학시험 준비

입학신청서 접수

✓ 입학신청비(2017년 기준)

• £13(1개 학교/학과 지원)

• £24(2개 이상의 학교/학과 지원)

✓ 입학신청마감일

• 10월 15일: 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의 과정 및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

지 대학교 지원시

• 3월 24일: 아트 & 디자인 과정

• 1월 15일: 모든 과정(단, 상기 명시된 과정 및 대학은 제외)



지원학교 선정 및 입학지원

입학신청서 수령 확인

UCAS에서는 지원서 도착 기준 4주 이내 지원자에게 지원서 수령 확인카드

(Acknowledgement Card)를 보내주며, 이를 통해 지원자에게 지원번호

(Application No.)를 통보한다. 온라인 지원의 경우 24시간 내에 지원번호

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 이외의 서류 발송

지원서 이외에 영어성적, 졸업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는 지원번호를 적어 지원

대학에 직접 발송한다. 이때 아트 & 디자인 과정 지원 학생은 지원대학에 포

트폴리오 제출 시기와 방법을 문의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지원 접수 확인 및 입학허가 통보

입학허가 통보

CAS의 입학허가 통보를 받은 즉시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때

입학 수락은 한 학교에만 해야 하며, 수락 의사 통보 후 유학허가서 신청에 필

요한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입학허가서 수령

입학이 결정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 및 보험 신청, 현지숙소 예약 등을 준비

한다. 유학네트 웹사이트(www.EduHouse.net)에서 출국 및 현지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learing 이란?

6월 말의 UCAS 지원 마감 후 미달 학과 및 학교의 학생 충원을 위해 8, 9월

중에 지원을 받는 것을 Clearing 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 동안에는 UCAS 지

원시기를 놓친 학생이나 지원을 했지만 지원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

한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영국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UCAS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개별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지원 가능한 과정을

알아본 뒤 UCAS 웹사이트에 있는 Clearing Form(지원서)을 작성하여 지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서를 직접 보낸다.



지원조건, 지원서류, 지원시기는?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대학/대학원)별로 요구되는 조건, 필요서류, 지원시기

가 상이하다. 나에게 맞는 과정에 따른 자세한 지원 정보를 살펴보자.

지원조건

학부과정

각 대학들은 학사 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IELTS 6.0 ~ 

6.5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 입학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영어 성적

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영어 성적은 추후(대개 5월까지)에 접수할 수 있다. 

영어성적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영국의 학사과정에

입학이 가능하다.

✓ 고등학교 졸업 +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 과학고, 외고 등 특목

고 졸업 후 관련 학과에 지원하려는 경우 학부예비과정 없이 바로 지원 가

능 고등학교 재학 중 SAT 시험을 보았다면 해당 성적으로 지원 가능

✓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전공으로 대학교(2년제 포함) 1년 이상 수료

✓ 영국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과정

▶ 수업석사

✓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유사계열의 학사 학위 소지자

학사 전공이 지원하려는 대학원과정의 전공과 전혀 다르고 관련 실무 경력

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학사과정 편입이 요구되

거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9월의 준석사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되기

도 한다.

✓ 영어성적

IELTS 6.5~7.0 이상

✓ MBA 또는 TESOL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요구됨

▶ 연구석사

✓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유사 계열의 학사 학위 및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영어성적: IELTS 6.5~7.0 이상



지원서류

학부과정

지원서 이외에 영어성적, 졸업증명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지원 번호를

적어 지원하려는 학교에 직접 보낸다. 이때 아트 & 디자인 지원 학생은 지원

학교에 연락하여 포트폴리오 제출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서 포트폴리오를 보

내야 한다.

대학원과정

학교를 선정한 뒤(일반적으로 3~4개 학교가 적절) 각 학교로부터 원서를 받

아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보낸다.

✓ 학부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영문추천서 2개(교수나 직장 상사 2인)

✓ 영어성적: IELTS 6.5~7.0 또는 TOEFL CBT 230~250 이상

✓ 연구 계획서(연구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시기

학부과정

✓ 10월 15일: 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의 과정 및 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

지 대학교 지원 시

✓ 3월 24일: 아트 & 디자인 과정

✓ 1월 15일: 모든 과정(단, 상기 명시된 과정 및 대학은 제외)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는 동시 지원할 수 없으며,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두 학교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있다. 이 두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추가적

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학교로 직접 보내야 한다.

대학원과정

수업석사

입학 전년도 9월과 10월에만 가능하고, 가끔 1월에 가능한 학위 과정도 있으

나 흔치 않다. 수속이 아주 늦은 경우에는 6월과 7월까지도 가능하다.

연구석사

매 학기초 10월, 1월, 4월에 시작 가능하다.



[영국대학진학방법 1] A Level (Advanced Level)

축복받은 학생들의 꿈꾸는 첨탑
Oxford, Cambridge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선택, 
A Level!

한국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과목을 공부하고, 전 과목의

성적이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입학에 그대로 반영된다. 반면, 영국은 2년

의 A Level(Advanced Level)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에 따라 필요한 과

목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하고 이 성적이 대학 진학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A Level은 대학(University) 진학을 희망하는 만 16세에서 18세의 학생들

을 위한 2년의 교육과정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과 관련된 과목만 선택해

서 공부한다. 처음 1년 차에는 4-5과목(AS Level), 다음 2년 차에는 3과목

(A2 Level)을 공부한다. 한국의 수능은 하루에 모든 시험을 끝내지만,

영국의 A Level 시험은 5-6월에 각 과목마다 날짜를 달리하여 치르게 된다. 

시험은 한국 대학 1학년 정도의 수준이며, 학생들의 이해력과 사고력, 논리력

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적은

A에서 E까지로 표기되며, 캠브리지 대학교나 옥스포드 대학교와 같은 명문대

학 또는 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의 특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필히 A 

Level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



A Level 구성

총 2년 과정으로 1년 차를 AS과정, 2년 차를 A2과정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문계 공등학교 또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를 졸업

했거나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본 과정을 1년만에 이수하는

Fast Track A-Level을 수강할 수 있다.

1년 차: AS과정(Advanced Subsidiary Level)

AS과정은 4-5개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며 이 중 3과목을 선택하여 A2과정

에서 더욱 심도 깊게 공부한다. 이전에는 AS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쳤지만 이

제는 A2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시험을 본다. 이는 AS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

이 소요되어 교육/수업 시간의 손실이 너무 크고, AS 시험이 부분(Module)

별로 진행되는데다 부분별 재시험도 가능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학업이 되지 못하고 시험에 맞추어 조각조각 분리된 학습이 진행되

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차: A2과정

2년 차 과정인 A2과정은 AS과목 4~5개 중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을

고려하여 선택한 3과목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주로 5~6월에 과목에 따라서 나누어 시험을 치르며, 그 결과가 A Level 성적

이 된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과목을 합격(PASS)하고 희망 대학에서 요

구하는 합격 최저점을 통과하면 해당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

국대학 학부과정은 영국 대학 입학신청 시스템인 UCAS(Universities & 

Colleges Admissions Service)를 통해 온라인 지원을 하며, 동시에 5개까

지 지원 가능하다. 단, 옥스포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는 동시지원이 불

가능하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입학시험과 인터뷰

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성공적인 A Level 진학을 위한 조언

첫째, A Level은 학교 선택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학업 성적과 진학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의 학업환경이다. 철저한 학생관리와 학업관

리, 훌륭한 교사진 및 뛰어난 진학결과를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A Level의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대학 전공에 관련된 3~4 과목만 선택하여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

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고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학생 자신의 장점과

단점, 특징 및 흥미도, 그 동안의 학업 성적, 장래 진학희망 학과에 대한 충분

한 사전 검토를 거쳐 자신에게 가장 맞는 과정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영어실력은 A Level 학업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A Level 수업은 학과목 수가 적은 대신 심도 깊은 수업이 진행되고 시험 또한

논술형이다. 따라서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무리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넷째, 한국에서 수학과 과학영역 성적이 좋은 학생은 A Level을 통한

영국 명문 대학 진학이 유리하다.

A Level에서 수학과 과학은 대부분의 전공영역에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과목들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A Level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 명문 대학 진학에 있어 유리하다.



[영국대학진학방법 2] 학부예비과정

영국 대학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
고등학교 13학년, 학부예비과정

학부예비과정은 Foundation Course라 불리며 유학생들이 영국의 대학교

에 진학을 원할 때 거치게 되는 1년 과정의 코스이다. 이 과정은 특히 진학하

고자 하는 학생의 국가 고등 교과 과정이 영국의 대학교 학부과정으로 바로

입학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교육제도상의 교과 과정이 영국의 것과 상이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대학교, 진학전문학교, 영어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에서 학부예비과정을

제공한다. 학교들의 학사 운영은 기본적으로 영국 종합 대학교의 모든 학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인문, 사회과학 및 경영학, 경제학, 법

학, 수학, 컴퓨터 공학, 건축학 등의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대상 :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한국의 학제는 대학교 입학 전까지 초, 중, 고등학교, 총 12년을 공부하지만

영국은 13년을 공부한다.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경우 영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학부예비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에서 대학교 1학

년을 이수했거나 최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마친 경우에는 영국 대학교로 바

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전공이 바뀌

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예비과정이 요구된다.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다가 영

국의 대학교로 편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동일 학과 동일 계열인 경우 한

국의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과목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부 예비과정 (1년)

대학교 1학년 입학 (3년)

총 학업기간: 약 4년 (+ 영어연수 6개월~1년)



수업구성 : 일반영어 + 학습기술 + 3~5개의 선택과목

학부예비과정에서는 학과목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능력과 학

습기술을 배운다. 일반적으로 3~5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 일반

대학교 학생 일정과 마찬가지로 9월, 4월, 1월에 개강하며, 3학기 제(학기 당

10주)로 운영된다.

학기일정

1학기

영어와 학습 요령 및 방법, 에세이 제출 및 UCAS 지원 마감

2학기

에세이와 지원 학교의 입학 인터뷰와 시험 준비를 위한 실력 배양 집중

3학기

시험 및 6~7월의 시험 결과 발표로 대학교 입학 당락 결정



입학조건

• 만 17세 이상

• 한국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영어 IELTS 4.5~5.5 이상

학부예비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ELTS 4.5~5.5의 영어실력이 요구되며, 

학교에 따라 인터뷰와 에세이 시험을 보기도 한다. 지원은 각 학교별로 직접

지원해야 하며, 9월 학기 기준으로 늦어도 5월까지는 지원해야 한다. 만약 1

월에 개강하는 학부예비과정이 있는 경우 보다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다.



학부예비과정 제공 교육기관 종류

학부예비과정은 크게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서 진행할 수 있는 대학교 부설 프로그램이 있다.

사립학교 학부예비과정

사립학교 학부예비과정은 아직 대학교 혹은 학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거나, 

여러 학교 중 선택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학부예비과정이다. 비교적 소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지원 시

필요한 조언이나 절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각 사립학교들과 연

계되어 있는 대학으로 일정 성적을 받았을 경우 입학이 보장되어 폭넓은 선택

이 가능하다.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해당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학부예비과정을 이수 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

으로 이수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대학교 학부과정으로 진학을 보장받을 수 있

다. 또한 학부 학생처럼 대학교 기숙사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영국대학진학방법 3] 학부편입과정

학업기간 단축으로 유학비용까지 절감
실속 영국 유학을 위한 학부편입과정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내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대

부분은 학부예비과정(Foundation)을 거쳐야 하므로 대학교 졸업까지 총 4

년이 걸린다. 하지만 학부예비과정이 아닌 학부편입과정(Diploma)을 통해

서 영국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학부편입과정은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과 영국 대학교 1학년, 총 2년에 해당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통은 2년 동안 해야 할 공부를 1년 안에 끝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9월과 1월에 입학이 가능하

며 영어실력에 따라 2학기 혹은 3학기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영국 대학교 2학년으로 바로 편입할 수 있다. 따라

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이 총 3년으로 영국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업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업기간에 수반되는 유학비용

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부 편입과정 (8개월~1년)

대학교 2학년 편입 (2년)

총 학업기간: 약 4년 (+ 영어연수 6개월~1년)



대상 :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수업구성 : 일반영어 + 학습기술 + 전공과목

학부편입과정에서는 영어와 학습기술 및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9월, 1월에 개강하며, 영어실력에 따라 2학기 혹은 3학기 과

정의 선택이 가능하다. 보통 2학기 과정은 IELTS 6.0 이상, 3학기 과정은

IELTS 5.5 이상의 성적이 요구된다.

입학조건

만 17세 이상

한국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영어 IELTS 5.5~6.5 이상

학부편입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ELTS 5.5~6.0의 영어실력이 요구되며, 

학교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원은 각

학교별로 직접 지원해야 하며, 9월 학기 기준으로 늦어도 5월까지는 지원해

야 한다. 1월에 개강하는 학부편입과정의 경우 보다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다.

학부편입과정 제공 교육기관 종류

학부편입과정은 학부예비과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과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학교 부설 프로그램이 있다.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세계적 명문 대학교

러셀 그룹 (RUSSELL GROUP)

러셀 그룹(Russell Group)은 24개의 영국 명문 대학교들의 협력기구로 영

국 내 150여 개 대학교들 중 단 24개에 불과하지만 영국 내 총 연구기금과 계

약자금의 2/3를 차지한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리서치를 돕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연구물을 창출하는데 매우 탁월한 능

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리서치 능력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키워졌기에

그 노하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19년 타임즈(Times)가 발표한 세계대학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옥스포

드 대학교, 2위를 차지한 캠브리지 대학교를 포함하여 세계 100위권 내에 랭

크 된 11개 영국 대학이 모두 러셀 그룹 소속이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대학

이 세계 200위 권에 속해있다.



□ 옥스포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 캠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 런던 정경 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 에딘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 킹스 컬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

□ 브리스톨 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

□ 글라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

□ 워릭 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 더람 대학교(Durham University)

□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 퀸메리 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사우샘프턴 대학교(University of Southampton)

□ 엑시터 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 요크 대학교(University of York)

□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

□ 버밍엄 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 노팅엄 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 카디프 대학교(Cardiff University)

□ 뉴카슬 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 리버풀 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

□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Queen's University Belfast)



University of Oxford

특 징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위, 영국 1위

진 학 방 법 A Level 준비과정 또는 IB 과정을 통한 진학

옥스포드 대학교는 유서 깊은 특별한 교육기관이다. 전 세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9세기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정확한 설립연도는 알 수 없지만 1096년 옥스포드에 교육기관의

형태로 있었고, 1167년 헨리 2세가 영국 학생들의 파리 대학교(University 

of Paris) 출석을 금지하면서 학교는 급속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옥스포드가 의학을 포함하여,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 새로운 연구

에 인본주의적인 핵심을 더하였다. 따라서, 학문과 지적인 논쟁의 국제적인

핵심부에 전통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오늘날 39개의 독립된 자치 컬

리지가 있으며, 각 컬리지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을 지니고 있는 특

별한 연구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또한,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에 의해서 설

립된 7개의 영구 사립학부가 있으며, 종교적인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대

학교와 컬리지와의 관계는 800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다.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26위, 영국 5위
• 16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영국 상원, 하원 의원 각각 30명 이상 배출

진 학 방 법 대학 캠퍼스 내 개설된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
우 진학 가능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는 한국에서는 흔히 ‘런던정경대’ 또는 ‘LSE’이라고 불

리며, 영국 런던대학교의 19개 소속 대학 중 하나로 정치 및 경제 관련 학과가

개설된 단과대학이다. 1895년에 설립되어 1900년에 런던대학교의 단과대

학이 된 런던정경대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오랜 역사 걸쳐 수많은 유명 동문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는 정치경제학자뿐만 아니라 B. 러셀, 버나드 쇼와 같은 세계적인 철

학가와 문장가도 속해 있으며,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탈리아 총리 R. 

프로디 등 각국의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18명의 노벨상 수상

자를 배출하였는데 물론 가장 많은 수인 13명이 노벨 경제학상이었고, 2명의

노벨 문학상과 3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었다.



University of Cambridge

특 징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2위, 영국 2위

진 학 방 법 A Level 준비과정 또는 IB 과정을 통한 진학

캠브리지 대학교는 컬리지와 학부 및 다른 교육기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대학이다. 비교적 작은 중앙 행정기관과 현재의 학부 및 컬리지의 교직원에

의해 선출된 중앙기구가 함께 운영한다.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하는 일상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체계는 민주적이다. 캠브리지 대학교

는 영국에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이다.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의 국제

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와 학생들의 지적인 성과를 자랑한다. 캠브리지 대학교

에는 31개의 컬리지가 있는데, 그 중 머레이 에드워드 컬리지(Murray 

Edwards College), 뉴냄 컬리지(Newnham College), 루시 캐번디쉬 컬

리지(Lucy Cavendish College), 3곳은 여학생만 입학이 가능하며, 클레어

홀 컬리지(Clare Hall College)와 다윈 컬리지(Darwin College) 2곳은 대

학원 과정만 개설하고 있다.



University of Manchester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57위, 영국 8위
• 대도시인 맨체스터 중심부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
• 영국 최대의 졸업생 커뮤니티 운영(세계 200여 개국 212,000명의 졸

업생)
• 자체 박물관, 아트갤러리, 상영관, 스포츠 시설 등 세계적 수준의 학교

시설
• 세계 160여 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제적인 대학교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맨체스터 대학교는 2004년 11월 UMIST (University of Mancheste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맨체스터 빅토리아 대학교

(Victoria University of Manchester)가 합병하여 단일부지 대학으로는

영국 최대의 새로운 대학이 되었다. 4개의 종합대학와 12개의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구적인 분위기 이다. 

교수법과 연구분야의 우수성으로 유명하며, 영국의 3대 도서관 중 하나로 꼽

히는 존 릴런즈 대학도서관(John Rylands University Library)에는 400

만 권 이상의 각종 도서, 4만 100여 종 이상의 전자잡지, 50만 종 이상의 전

자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부설시설로 셰필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세운 통계학

원, 기업연구센터, 지역컴퓨터센터, 도시지역 연구센터, 해외교육 개발센터

등이 있다.



University of Glasgow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93위, 영국 11위
• 2,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학교
• 영국 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작은 대학과도 같은 분위기 형

성
• 45% 이상의 학생이 글라스고 출신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정통 학문

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음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KI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1451년 설립된 글라스고 대학교는 영국에서 네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대학

이자 규모로는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학이다. 인문학부, 생물의학 & 생명

과학부, 컴퓨터과학, 수학 & 통계학부, 신학부, 교육학부, 공학부, 법·재정학

부, 의학부, 물리학부, 사회과학부, 수의학부의 11개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학과로 회계, 재정학과, 항공공학과, 고고학과, 마취학과, 

해부학과, 생화학, 분자생물학과, 생물공학, 환경 & 진화생물학과, 운동스포

츠과학과, 감염 & 면역학과, 경영학과, 켈트학과, 중앙 & 동유럽학과, 아동

& ·청소년심리학과,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고전학과 등의 100여 개 학과가

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블랙이 글

라스고 출신이며, 증기기관 발명자 J. 와트도 이 대학에서 수학기계공으로 일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University of Sheffield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06위, 영국 12위
• 리서치부문 영국 대학 중 6위
• 교육 수준 평가(TQA) 29개 전공과목에서‘Excellent’등급을 받아 영

국 대학 중 3위에 랭크
• 영국 내 9번째로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인기 있는 대학교
•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자 가장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인 셰필드에 위치

진 학 방 법 대학교 부설 KI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1905년 설립된 셰필드 대학교는 1897년에 왕실의 설립인가를 얻어 셰필드

의과대학, 포스대학, 셰필드 공과대학의 3개교를 합병하여 세운 셰필드 유니

버시티 컬리지가 전신이다. 인문학, 순수과학, 의학 & 응용과학의 3개 학부

로 출발하여 현재는 건축학부, 법학부, 인문학부, 의학부, 공학부, 사회과학부, 

순수과학부의 7개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학과로 건축학부의 건축학과, 조경학과, 도시계획학과, 인문학부의 고고

학과, 성서학과, 영문학과, 음악학과, 사학과, 철학과, 의학부의 휴먼커뮤니케

이션과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조산학과, 공학부의 자동제어시스템공학

과, 화학프로세스공학과, 토목구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기계공학과, 사회

과학부의 회계재정관리학과, 순수과학부의 동식물학과 등이 있다. 

195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한스 크렙스(Hans Krebs), 1966년 노

벨 화학상을 수상한 포터(George Porter),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

상한 로버츠(Richard Roberts), 199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로토

(Harold Kroto)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30위, 영국 17위
• Sunday Times 조사 결과, 졸업생 초봉이 가장 높은 대학교 Top 10
• 전교생 15,000여 명 중 약 5,000명이 유학생들로 구성된 국제적 교육

환경
• 3,0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학생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학생 지원 서

비스를 제공
• 런던대학교의 가장 큰 컬리지 중 하나로 학교시설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식 시설 자랑

진 학 방 법 대학 캠퍼스 내 개설된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
우 진학 보장

퀸메리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대학교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전공 분야에 열정적인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

다. 무엇보다 퀸메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학교로 2008년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영국 교육기관 연구 및 업적 평가)

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이 우수한 학교로 선정 되었으며, 2009년에는

The Times Higher Education awards 선정 올해의 학생 실력 향상 부문

에서 수상하였다. 

이러한 수상은 대학 생활을 통해 퀸메리의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하

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졸업생 초봉이 가장 높은 대학교 Top 10에 포

함 되는 등 뛰어난 자질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교로도 명성이 높다. 

이처럼 졸업생의 사회적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기본적인 교육과 연

구에 대한 퀸메리 대학의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이며, 그 결과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의 질적 평가에서 영국 대학 중 상위 10%에 랭크 되기도 하였다.



University of Southampton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18위, 영국 15위
• 영국 대학교 연구 부문에서 랭킹 10위권 내에 위치
• UK 대학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TOP 6에 오른 높은 학생 만족도
• 4년 동안 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구축한 최신 교육 시설 보유
•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진 학 방 법 A Level 준비과정 / IB 과정 /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통한 진학 가능

사우샘프턴 대학교는 1862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교수법

으로 세계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본 대학에서 독특한 수업방식을 경

험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들이 지적인 도전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해준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로 매해 타임지(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교 연구 부분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학교이다.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탄력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필요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학구적인 핵심과 혁신적인 상업적 솔루션을 결합한 교육과

정을 통해 졸업생들이 세계적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관, 

어학센터, 광대역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 7개의 캠퍼스와 기숙사가 마련

되어 있으며, 헬스장, 수영장, 운동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과 극장, 콘서트 홀, 

미술관 등 훌륭한 캠퍼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University of Exeter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41위, 영국 18위
• NSS(National Student Survey) 선정 만족도 7위, 전체 4위 기록
• 높은 생활 수준과 낮은 범죄율로 영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

로 선정된 엑시터에 위치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엑시터 대학교는 아름다운 영국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유학

생들의 입학을 장려한 결과 총 14,000여 명의 학생들 중 약 2,500이 120개

국에서 온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적인 대학이다. 영국에서 학생들에

게 가장 인기 있는 대학교 중 하나로 꾸준히 영국 대학 랭킹 20위 권에 랭크되

고 있으며, 16개의 전공분야가 TOP 10에 오를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을 인

정받고 있다. 

넓은 캠퍼스와 우수한 교육 및 편의시설, 연구분야에 대한 끊임 없는 투자로

학생들은 일류대학에서 기대되는 교육과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동시

에 소규모 공동체의 개인적이면서도 친근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엑시터 대학교의 캠퍼스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많은 희귀

식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호수, 녹지, 숲, 공원이 있으며, 기숙사를 비롯한 여

러 편의 시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Newcastle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71위, 영국 26위
• 영국 최고의‘학생 숙소 전문 사이트'에서 영국에서 학생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뉴카슬에 위치
• 수준 높은 학습자료와 학생서비스로 4년 연속 수상한 학교도서관을 포

함, 우수한 학교시설
• 18,000여 명의 학생 중 유학생이 2,500여 명인 국제적인 대학교
• Student Advice Centre 및 Job Shop 등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뉴카슬 대학교는 1834년 School Medicine and Surgery로 설립되어 높

은 수준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뛰어난 수업 및 연구실적

으로 인해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는 영국의 선두 대학교이자 상

위 20위 권에 드는 대학교이다. 뉴카슬 대학교는 러셀 그룹 대학교 중 하나로

교육의 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2,500여 명의 유학생을 포

함 1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사 및 석,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 학업의 혁신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강점으로는 대학의 주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에 대

한 끊임없는 투자를 들 수 있다. 북동부 지역의 경제, 문화 및 사회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iversity of Liverpool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81위, 영국 27위
• 뛰어난 연구 저변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우수한 인재 양산에 적합한

교육환경
• 대학 레노베이션 계획에 2억 파운드의 예산 투자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KI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1881년 설립된 리버풀 대학교는 잉글랜드 북서부 머지사이드주의 주도인 리

버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이다. 예술대학, 사회·

환경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의학·수의학대학의 5개 학부와 대학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교원양성부(School of Education)가 있다. 학

사, 석사, 박사, 약 200여 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제 이

다. 총 학생수는 약 20,000명 중 유학생은 약 2,500명이며, 대학원 학생수

는 약 3,000명이다. 

1억 8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연간 예산 중에서 연구비로 매년 5천 9백만 파운

드를 투자할 만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학이며, 그 결과 로널드

로스(Sir Ronald Ross), 바클라(C.G. Barkla), 찰스 쉐링턴(Sir Charles 

Sherrington) 등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교내에 정

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 개 동아리와 40여 개 스포

츠클럽이 활동 중으로 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얻

고 있다.



Queen’s University Belfast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201-250위권, 영국 30위
•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에서 11개의 과정이 영국

TOP 10, 24개의 과정이 영국 TOP 20
• 영화배우 리암 니슨, 아일랜드의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 등 수많은 유명

인사 배출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퀸스대학교 벨파스트는 1845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영국에서 9번째로 설

립되었으며,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북아일랜드

의 대표적인 대학교이다. 예술·인문·사회과학부, 공학 및 물리학부, 보건의학

부의 3개 학부(Faculty) 내 15개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약 30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2006년에는 영국의

연구선도대학교 그룹인 러셀 그룹의 일원이 되었으며, 옥스포드, 캠브리지, 

브리스톨, 에딘버러, UCL 등과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 대학 대열에 합류했다. 

약 26,000명의 재학생 중 약 1,400명이 7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직원 또한 전세계에서 모여든 여러 국적의 인재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적인 대학으로서의 위상도 높다. 영국 교육기관의 교육적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관인 QAA 평가에서 전공 분야의 2/3 이상이 '우수' 등급을 획득

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도와 지원 및 시설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통과 실속 모두 갖춘
영국 추천 대학교



Bournemouth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59위
• 80%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
• 영국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분야의 본거지
• 미디어 학습 분야에 최적인 뛰어난 미디어 센터 보유
• 회계, 비즈니스, 컴퓨터과학, 언론, 미디어, 마케팅, 관광 분야에 강세

진 학 방 법 KIC 본머스 센터의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본머스 대학교는 20세기 초 본머스 시립 단과대학(Bournemouth 

Municipal College)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부와 대학원의 다

양한 교육과정과 수준 높은 연구로 최고의 명성을 쌓아왔다. 영국 최고의 직

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산업단체의 중역 및 조직과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대학의 자랑이다. 

학부들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교육을 강조한 교육과

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졸업생들이 목표로 한 분야에 첫발

을 내디딜 때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선 출발과 이력강화 및 증진을 위해 고안

되었다. 또한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공약의 실

현을 통해 그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영국에서 졸업생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 중 하나로 본 대학의 졸업생 취업

률은 영국 평균인 68%보다 훨씬 높은 80%에 달한다. 가장 최근 실행된 교육

수준평가에서 본 대학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경영학, 서비스학, 고고

학, 간호학 및 조산학 등의 부분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우수한 대학교이다.



City, University of London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43위
• 영국 내 대학 중 졸업생 취업률 5위
• 156개 국 출신 24,0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제적인 대학
• 학부 1학년 학생 모두에게 기숙사 보장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혹은 KIC London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런던 시티 대학교는 1894년 노스햄프턴 대학교로 출범해 당시 새로운 학문

분야였던 공학과 광학 분야를 선도했다. 1960년대에 공학, 물리학, 안과, 광

학 분야에서 명성을 얻으며 성장을 계속하다가 196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

다. '학생 및 고용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교육 제공, 탁월한 수준의

연구능력 배양, 정책 및 실무영향력 제고, 런던시의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다. 

런던의 금융중심가에 위치한 소규모의 대학교로 전문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런던시와 각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런던시장이 대학

총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정 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여도가 높으며

졸업 후 시청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다. 경영대학, 공과대학, 정보

대학, 수학대학, 간호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대학, 법과대학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외 예술정책관리, 평생교육, 저널리즘, 음악, 검안학, 방사선의 학과

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적인 학과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특히 경

영학, 정보공학, 보험통계학 분야가 강세이다.



Coventry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학문과 커리어 개발 중심의 학과

운용
• 영국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 및 자동차 관련학, 스포츠 마케팅, 산업 디

자인, 국제 비즈니스, 광고 및 마케팅, 환경 및 재해 관리학, 국제 평화학
등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학과들이 유명

• 4만평 크기의 캠퍼스, 최첨단 스포츠 시설, 200만 파운드가 투자된 도
서관 시설을 자랑

• 2005년 페라리 자동차 디자이너 데이비드 이마이의 모교 Queen’s 
Anniversary Prize 자동차 디자인 수상

진 학 방 법 대학 캠퍼스 내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1843년 설립된 코벤트리 대학교는 현재 90여 개국에서 온 2,600여 명의 유

학생을 포함하여 총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한국학생들에게

도 잘 알려진 대학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자동차 디자인

을 비롯해 경영학, 컴퓨터공학, 보건생명공학 등이 한국학생들에게 인기가 높

다. 코벤트리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향후 전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지식과 전

문 기술을 가르치는 ‘맞춤식 교육’으로 유명하다. 

상당수의 교과과정이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수업요강을 따르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업기간 중 산학협력을 통한 1년의 인

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다 생생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많은 기업

인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직접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학이 위치한 코벤트리는

런던에서 1시간 거리이며 영국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영국에서 가장 안

전한 도시 4위로 꼽힐 만큼 범죄율이 낮고, 3번째로 생활비가 저렴한 도시로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캠퍼스가 도시 중심부에 있어 교

통 및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DeMontfort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 영국 왕실이 인정한 명품 대학교
• 다양하고 세분화된 깊이 있는 전공교육으로 전문가 양상
• 이색전공 신발디자인, 속옷디자인을 제공
• 초특급 시설에서 직접 실습 및 유명 브랜드 인턴십 기회 제공

진 학 방 법 Leicester International Pathway College(LIPC)에서 학부예비과정
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드몽포트 대학교는 1870년 레스터 예술대학교(Leicester School of Art)

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종합대학이다. 19세기 말의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공학, 건축, 기계 제도 등의 분야를 이끌어왔고, 1992년 드몽포트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졸업생의 92%가 취업을 하거나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

하고 있고, 취업하기 용이한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여 특화된 신발디자인, 

속옷디자인 등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공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

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

이다. 다이애나 비와 찰스 왕세자 결혼식에 쓰인 웨딩 슈즈를 디자인했을 만

큼 오래 전부터 영국 왕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과

여왕이 직접 드몽포트 패션쇼를 관람할 정도로 왕실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다

이아몬드 쥬빌리 기간에 여왕이 가장 처음 방문한 대학이기도 하며, 최근 한

국에서는 박지성이 입학한 대학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 산학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유지
•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지 글라스고에 위치
• 최근 7천만 파운드를 학교시설 및 학생복지에 투자
• 90개국 이상의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화 교류의 장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글라스고 칼레도니안 대학교는 1875년 11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작은 컬리

지였으나, 이후 글라스고(Glasgow)에 위치한 퀸스 컬리지(Queen's 

College)와 글라스고 기술전문대학(Glasgow Polytechnic)을 흡수하여

199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15,800명 이상이 공부하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대학교 중 하나가 되었으며, 비즈니스, 건강, 과학 기술분야에서 명성

을 얻고 있다. 캠퍼스는 세계적인 여행지로서 인기가 높은 글라스고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퍼스를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인

간적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90개 이상의 학부과정

과 40개 이상의 석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Keele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59위
• 졸업생 취업률 96% (졸업 후 1년 이내 기준)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편입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 보장

킬 대학교는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위치 상으로는 맨체스터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인 스태퍼드셔(Staffordshire)에 위치하고 있다. 총 7개의 학부

가 있으며,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컴퓨

터공학, 환경공학 등이 인기가 높고 의과대학원은 영국 내에서 전국적인 명성

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 복수 우등 학위과정을 개척한 것으로 유명하며, 다양

한 학과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ity)가 활발한 대학이다. 이러한 영

향으로 학사과정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전 충분한 지식을 쌓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졸업생의 96%가 1년 내 취업에 성공하

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킬 대학교의 캠퍼스는 넓은 숲과 호수, 그리고 아

름다운 공원을 포함하여 250만 평방 미터에 달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

를 가진 학교 중 하나로 19세기 건축물인 킬 홀(Keele Hall)은 영국 문화유

산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캠퍼스의 규모는 크지만, 전체 학생 수가 약

7,000여 명으로 학생 수 면에서는 소규모 대학교로, 이 중 20%가 석사과정

에서 공부하고 있다.



Lancaster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46위, 영국 19위
• 2018 Q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35위, 영국 20위
•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 부문 영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

함
• 리버풀과 맨체스터에서 1시간 거리인 잉글랜드 북부 랭커스터에 위치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1964년 설립된 랭커스터 대학교는 우수한 교육 제공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

육기관으로 모든 건물이 한 캠퍼스 내에 있는 단일 캠퍼스 대학교이다. 교육

과 연구부분에서 꾸준히 영국 TOP 대학교에 오르고 있으며, 뛰어난 수준의

고등교육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영국 내에서 5개 대학교(옥스포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더럼 대학교, 요크 대학교)만이 운영하는 컬리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학이 여러 개의 소규모 컬리지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한다. 이 경우 같은 컬리지에 소속된 학생들

끼리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활동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학부예비과정 학생들 또한 컬

리지에 소속되어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므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59위
• 21세기형 글로벌 기업에 맞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WOW(World of 

Work):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이념, 재무, 협상의 스킬, 대기업 마인드
양성 교육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는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고향이기도 한 리

버풀에 위치한 대학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될 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

을 향유하고 있는 멋진 환경을 자랑한다. 1825년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에는 영국 학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Queen’s Anniversary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국의 몇 안 되는 교육기관 중 하나이다. 스포츠, 간호학, 레

저, 레크리에이션, 관광경영 분야는 영국 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학

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산업현장과 매우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인

재를 기르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취업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적

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 센터를 운영하여 고국을 떠나

온 유학생들이 편안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세심한 대학이기도 하다. 특별히 유학생센터를 두어 집을 떠난 외국 학생

들이 편하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95위
• 최근 3년 간 졸업생 연봉 Top 10
• 졸업생 95%가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
• 재무, 회계, 호텔경영, 범죄학, 식품영양, 아트 매니지먼트가 유명
• 우수한 인턴십 지원(다수의 학과가 1년 인턴십 필수)

진 학 방 법 대학 캠퍼스 내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교는 100년이 넘도록 런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우수한 직업교육과정과 함께 높은 수준의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892

년 버로우 기술 전문학교(Borough Polytechnic)로 시작하여 현재는 재학

생 수만 약 20,000명에 달하는 런던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 중의 하나이다.

미래 고용안정을 위해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컴퓨터 및 정보기술 훈련과 함께 경영관리와 마케팅 경

향과 관련된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교수진은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공동체 및 산업기관과 돈독한 연

계를 맺고 실무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세계 181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영국의 곳곳에서 온 학생들로 채워진 캠퍼

스에서는 진정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오랜 역사가 담긴 문화와 최신 유럽 문화를 풍부하게 경

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대학의 장점이다.



Nottingham Trent Universit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 취업률 97%로 영국 최고의 졸업생 취업률
• 재학생 수 23,200여 명의 영국 최대 규모 대학교 중 하나
• 학부예비과정 포함 3년 만에 영국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디플로마과

정 제공
• 전문화된 경력 개발 교육을 중요시하는 실용 교육 중심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KI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졸업생 취업률이 1위인 대학

교로 졸업생의 97.7%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인턴 사원으로 채

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전세계의 산업 분야의 필요 사항에 맞춰진 본교

의 교육 과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일반적 형태와 맞춤형 형태 모두 개설

되어 있는 전문 직업 교육 과정은 본교의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70개 이상의 학위 과정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

의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력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Microsoft, HSBC, 

Unilever, Siemens, Rank Xerox, Marks and Spencer, Rolls Royce, 

Toyota, Capita Consulting, BBC 등을 포함한 전세계 6,000여 개 기업과

광범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특정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교

육과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

다. 탁월한 교육 및 연구 평편에 이러한 강점이 결합되어 노팅엄 트렌트 대학

교는 영국의 신흥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OAS, University of London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48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지역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 대학
• 재학생의 40%가 유학생일 정도로 국제적 명성이 높음
• 한국, 중국, 일본 학과 개설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 또는 사립학교 학부예비과정을 통해 진학 가능

동양 & 아프리카 연구 대학은 흔히 줄여서 소아즈(SOAS)라고 불린다. 

SOAS는 20개의 단과대학과 20여 개의 특별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런던 대

학교(University of London)의 단과대학 중 하나로 런던 정경대, 임페리얼

컬리지, UCL, 킹스 컬리지, 퀸 메리 컬리지 등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대로 유

명하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으로 재학

생 수가 5,000여 명 정도로 작은 컬리지이지만 우수한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

로 명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연구 성과 때문에 관련 국가와 교류, 협상 등을

해야 하는 영국 정부 관리들이 SOAS에서 수업을 듣거나 견해를 얻기도 한다. 

런던 대학교 종합 도서관, 버벡 컬리지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SOAS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학부예비과

정, 석사예비과정도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83위
• 졸업생 95%가 졸업 6개월 이내에 취업
• 국제화 및 기업, 취업에 중점을 둔 교육체제

진 학 방 법 대학 캠퍼스 내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UCLan)는 영국 북서부 프레스톤(Preston)에 위치

한 대학으로 1828년 Preston Institution for the Diffusion of 

Knowledge로 설립되어, 1992년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약 800여 개의 학

사과정과 약 180여 개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호텔경영, 관광, 스포

츠 매니지먼트 분야가 특히 유명하다. 또한 테솔 학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영국 대학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120여 개의 교육기관과 파트너십

을 맺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연계를 맺은 첫 번째 영국 대학교이다.

영국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교로 총 학생수 32,000여 명의 대규모 캠

퍼스를 자랑한다. 특히 총 1,500만 파운드를 투자한 Art & Media 센터는

대학 시설의 일부이자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시설

을 자랑하는 도서관, 2012년 올림픽 훈련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의 스포츠 시

설 등 최고의 교육 및 생활시설을 갖추어 다방면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University of East Anglia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90위, 영국 29위
• 학부 및 석사과정 진학 시 졸업 때까지 Academic Advisor의 관리를

받음
• 뛰어난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 보유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NTO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진학 보장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는 1960년대 영국 정부가 추진한 New 

Universities programme의 일환으로 영국 동부 노포크주 노르위치

(Norwich)에 설립된 대학교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은 아니지만 끊임

없는 시설 및 교육투자로 빠르게 성장하여 2018년 현재 타임지(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88위, 영국 대학 랭킹 30위에 오른 명문 대학이 되었다. 

1994년 연구 특성화 대학교 그룹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QAA(Quality 

Assurance Agency)로 부터 14개 전공분야에서 ‘Excellent’ 등급 획득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약학, 교육학, 개발학, 미디어학, 방송학, 예술학 등이 유명한데, 특히 약한 분

야는 영국 내 TOP 10 수준으로 Norfolk and Norwich University 

Hospital과 협력을 통한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서울대학교

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현재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그

중 약 3,500명은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온 유학생들로 국제적인 분위기의 대

학이다.



University of Essex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34위
• 학부예비과정으로 대학 내 전 과정 전공 가능(Acting 제외)
• Fast Track으로 학부예비과정 포함 학사 과정 3년 만에 졸업 가능
• 영국 내 대학교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기숙사비와 생활비
• 유학생 학업 기간 동안 캠퍼스 내 기숙사 보장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학부예비과정 또는 사립학교 학부예비과정을 통한 진학

1965년 왕실칙허장을 받고 설립된 에섹스 대학교는 영국에서도 안전하고 역

사적인 도시로 알려진 콜체스터(Colchester)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의 선도

적인 교육기관들 중 하나로 연구와 교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

고 있으며, 총 19개의 학부에서 약 14,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인

문학, 사회과학, 과학, 공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재학생의 1/3이 전세계 125개국에서 온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영국에서 가

장 국제적인 대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캠퍼스는 역사적인 18세기 건물로 아름다움

을 더하며, 대부분의 기숙사가 학교 내에 위치해 있어 강의실까지 1~2분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캠퍼스 내에는 은행, 우체국을 비롯 스쿼시장, 헬스장, 

암벽 등반장, 18개 홀의 골프코스, 극장, 전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University of Huddersfield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 영국의 TOP 10 타운 중 하나로 창조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이 넘쳐나는

문화도시 허더스필드에 위치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1825년에 설립된 허더스필드 대학교는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

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든 풀타임 학생은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에서 1년 동안 일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 경력을 생각하는 학

교로서 어떤 전공을 하든 더 높은 교육과 진학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집중

적인 취업지원과 직업트레이닝을 하는 학교로 유명하며, 세계적 기업들이 원

하는 대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초기에는 공학과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90년 동

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영역을 비즈니스, 아트, 인류학 그리고 의학

까지 넓혀 왔으며, 전기전자공학, 호텔경영, 회계학이 특히 유명하다. 또한 허

더스필드 대학교는 자체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수시로 학생들의 취업

과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University of Leicester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67위, 영국 25위
• 경영학, 미디어학, 공학, 의학 등이 유명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레스터 대학교는 1921년 University College로 설립되어 1957년 왕실의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학위수여 권한이 있는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연구

가 활발한 대학으로 교수진의 90% 이상이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3개 학과가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연구성과 평가)에서

5 또는 5*를 받았으며, 전국학생설문조사(National Student Survey)에서

영국 주요 대학 가운데 강의의 질과 전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 공동 1위를 기

록했다. 

또한 타임지(The Times)는 레스터 대학을 영국에서 6번째로 높은 95.6%

의 졸업률을 가진 대학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대학의 복지 및 지원 서비스, 학

생들의 강의 만족도 등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캠퍼스에는 현대식 학부 건

물과 2개의 다목적 강당, 운동장, 실내스포츠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기

숙사 시설이 있어 모든 신입생은 입학 첫 해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University of Lincoln

특 징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링컨 대학교는 링컨(Lincoln), 라이즈홀름(Riseholme), 홀비치

(Holbeach)에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인 캠퍼스는 링컨 캠퍼

스이다.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링컨은 노팅엄(Nottingham), 셰필드

(Sheffield)와 가까우며, 쇼핑시설, 오락시설, 극장시설, 레스토랑과 함께 역

사 깊은 성당 등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이다. 

원래 메인 캠퍼스는 헐(Hull)에 있었으나 모든 시설을 이전하였고, 지난 10

여년 간 1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새로운 캠퍼스에 최신 교육 및 생활 시설을 갖

추었다. 또한 유학생 케어와 관리에 힘쓰고 있는 대학으로 2009년에는 유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도 했

으며, 그 결과 현재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 학

생들 간의 교류를 통한 다문화 체험도 가능한 곳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투자

와 노력으로 ‘성장하는 우수 대학교’로 선정되는 등 빠른 성장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University of Stirling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43위
•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캠퍼스와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로 유명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 보장

스털링 대학교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도시 스털링

(Stirling)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총 학

생수 약 12,000명의 소규모 대학교이며 약 15%가 유학생이다. 유학생들이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스

털링 대학의 장점 중 하나이다. 4개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학부과정에서는 혼합전공이 가능하다. 

미디어, 홍보, 투자분석, 금융, 회계 관련 학과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학생

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명성을 떨치고 있는

데 그 명성에 걸맞게 수영,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취

업률이 높은 대학교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에서는

Fresh Talent 정책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학부과정 졸업 후 2년간 취업비자

를 주고 있어 유학생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다.



University of Surrey

특 징 •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34위
• 런던에서 30분 거리이면서 안전한 지역인 써리
• 캠퍼스는 시내 중심에서 10분 거리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써리 대학교는 1966년에 설립된 종합대학교로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한다. 

호텔관광경영학과가 특히 유명하여 분야별 영국 대학랭킹 호텔관광분야에서

는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수많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관련 산

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영학, 사회학, 식품과학, 전기공학, 항

공공학, 기계공학이 유명하며,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의

우리별 1호 제작에도 기여했다. 학생의 80%가 학부과정 중 샌드위치 코스를

통해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간의 유급 인텁십을 수행하며, 그 때문인지 영국

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 중 하나이다.

현재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그 중 약 35%가 유학생인 국제

적인 대학이다. 써리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다 한국에서도 인지

도가 높은 대학이라 한국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중 하나로

영국 대학교 중 한인 동문회가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다.



University of Sussex

특 징 2019 The Times 선정 세계 대학 랭킹 161위, 영국 23위

진 학 방 법 대학부설 ISC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진학 보장

1961년 설립된 서섹스 대학교는 1961년 영국의 대표적인 해안도시 브라이

튼(Brighton)의 북쪽 서섹스(Sussex)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학과

평가에서 모든 개설학과가 Excellent로 평가된 명문대이며, 교수진의 90%

이 이상이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부문 평가에서는 15개의

학과 중 13개 학과가 최고 24점에서 21점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철학과 사회학은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미디어, 전기, 전자, 기계공학 분야

가 인기가 좋으며, 특히 발달학(Development)이 매우 유명하다. UN, 유네

스코 등 NGO 영역에 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배출했

다.

총 학생수 약 17,300으로 영국 최대 규모의 국립 대학교 중 하나이며, 유학생

비율이 약 25% 이상으로 전세계 120여 개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모든 교내 편의 시설은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온 학생 중심의 대

학으로 자유롭고 복합적이며 편리한 분위기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대

학이다.



University of Westminster

특 징 2019 The Times 선정 영국 대학 랭킹 65위

진 학 방 법 연구성과평가(RAE : Research Assessment Exercise)에서 최고 수준
의 평가점 획득

1838년에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는 약 1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이면서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신흥명문대학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 중 하나로 현재 약 2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 중 약

5,000명이 150개 국에서 모여든 유학생들일 정도로 국제적인 분위기를 형

성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학으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적인 졸업생 네트

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마련하고 유학생

전담 선생님까지 두고 있다. 

패션, 디자인, 미디어, 실용음악 분야가 매우 유명하며, 다양한 전문 비즈니스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Westminster Business School은 런던 최고의 비즈

니스 전문 센터 중 하나이다. 실무중심의 학위과정 운영으로 학위 기간 중 1

년간의 인턴십이 가능하고, 뛰어난 산학연계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경영, 

무역, 정치, 국제관계 관련 분야를 제공하는 캠퍼스는 런던 시내 중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아트,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관련 분야는 웸블리의 컨퍼

런스센터와 해로우 지역 현대식 캠퍼스에서 제공한다.



영국 특수 전공 - 아트 & 디자인 (Art & Design)

오랜 예술의 전통을 이어가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현대 아트 & 디자

인 분야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컨설

팅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디자이너의 1/3을 교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교육 받은 다수의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비비안

웨스트우드, 지미 추, 알렉산더 맥퀸, 스텔라 맥카트니 등)이 세계 각 분야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의 아트 & 디자인 과정은 창조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

으며, 그 분야도 순수 미술부터 패션,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학

생들은 미술 및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읽도록

요구되며, 수업이나 과제를 통해 단순히 작품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취지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예술 세계를 확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의 많은 학생들이 영국에서 아트 & 디자인을 공부하며 훌륭한 예술가, 디자

이너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지원조건

대학마다 입학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IELTS 6.0 또는 TOEFL 213 이

상의 영어실력,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 영국 고졸자(한국 대학 1학년 이수

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요구한다. 한국 고졸자는 학부예비과정을 마친

후 학사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아트 & 디자인 학사 또는 HND 과정

수료자로 관련 실무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지원자가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 및 역량을 가

지고 있는지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 대부분 디자인의 기본을 보여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드로잉 등

을 포함하여 10~12개 정도의 작품을 준비한다. 단, 패션 머천다이징

(Fashion Merchandising)이나 디자인 마케팅(Design Marketing) 등

의 과정은 포트폴리오가 요구 되지 않는다.

졸업 후 진로

영국 아트 & 디자인과정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졸업생 중 높은 비율(약 80%)

이 졸업 5~10년 후에도 전공과 직접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대부

분의 직업은 관련 경력을 축척함으로써 전문성을 쌓아가게 되는데 특히 아트

& 디자인 분야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해당 분야의 프리랜서와 단기계약은

오래 전부터 일반화 되었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여 많은 사람들은 포트

폴리오 생활방식(하나 이상의 직업에서 수입을 얻는 것)을 채택해 오고 있다.



추천대학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100년 전통과 공적에 빛나는 유럽 최대의 종합예술대학인 런던 예술 대학교

는 패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6개의

단과대학(Camberwell College of Arts, Central Saint Martins, 

Chelsea College of Arts,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London College of Fashion, Wimbledon College of Arts)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영국에서 아트 & 디자인을 공부하는 1,200여 명의 한국 학생들 중 절반

인 600여 명이 런던 예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활기에 넘치는 최첨단 도시 런던의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

고 수준의 예술 교육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및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수

립,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사명을 두고 있다.



De Montfort University

드몽포트 대학교는 Leicester School of Art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종합대

학이다.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 제작, 현장 업무에서 필요

한 중요 지식들까지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애나 비와 찰스 왕세자 결혼식에 쓰인 웨딩 슈즈를 디자인했을 만큼 오래

전부터 영국 왕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과 여왕이

직접 드몽포트 패션쇼를 관람할 정도로 왕실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다이아몬

드 쥬빌리 기간에 여왕이 가장 처음 방문한 대학이기도 하며, 최근 한국에서

는 박지성이 입학한 대학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추천 진학 프로그램

LIPC (Leicester International Pathway College)

LIPC는 드몽포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프로그램으

로 학부예비과정, 학부편입과정, 석사예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

한 학비와 생활비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영국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누리

며 공부할 수 있고, 타 교육기관에 비해 전공이 세부적으로 잘 나뉘어 있어서

희망하는 전공으로의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드몽포트 대학교 아트

& 디자인 분야에서는 Fashion & Textile Design, Graphic Design, 

Animation, Product and Furniture Design이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

기가 높으며, LIPC 대학진학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입학이 보장된

다.



영국 특수 전공 - 건축 (Architecture)

영국은 고전적인 서양 문화의 중심지로서 현재까지도 여왕과 왕의 왕정 제도

및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클래식한 특성은 건

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또한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

리기도 할 만큼 과거의 건축물이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영국 건축학은 웅장하고 섬세한 고급스러움을 특징으로 하며 엔티크한 매력

과 더불어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설계

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건물 외벽자재로 다양한 종류의 석면 자재들을 선호

하여 암석들을 이미지에 맞게 가공하고 커팅하여 외벽에 붙이는 과정에 있어

서 세계 최고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요즘은 전통 건축물의 고전미와 현대 건축물의 세련미를 잘 융합한 모

던한 건축물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영국에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총 7년 과정으로 이 기간에는 실무 경

험 2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영국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경우 1) 영국 건축가로서 자

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과 2) 학위만을 위한 과정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다. 학위만을 위한 과정은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

로 영국 건축가 자격을 위한 과정과는 별개이다



건축가가 하는 일

건축가는 단순히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계획부터 완공에 걸

친 전 과정에 관여된다. 고객과 견적, 재료, 요구되는 건물의 종류에 대해 상

의한 후,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보원

과 접촉해 보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 건축가는 입안자, 조사자, 시공자, 기술자와 함께 일함

으로써 전체 건축 과정을 감독해야만 한다. 영국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프리랜

서, 건축 사무소를 경영 하거나 취업을 한다. 지방 정부도 많은 건축사들을 고

용하며 중앙 정부나 사업체 그리고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건축학과 지원조건

A Level의 우수한 성적(두 과목 이상의 A 또는 A 한 과목과 두 과목의 A* 레

벨), 영어와 수학을 포함한 다섯 과목의 GCSE 성적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스

케치와 드로잉을 한 포트폴리오 및 인터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중/고

등학교를 마친 경우라면 학부예비과정을 마치고 건축학 학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The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

의 3단계 시험(PART Ⅰ, PART II, PART III)을 거치고, 영국 건축가 등록 협

회(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ARB)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영국에서

정식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상기 RIBA 시험은 RIBA의 인증을 받은 대

학의 특정 과정 수료 시 면제 받을 수 있다.

PART Ⅰ

영국에서 건축학 교육과정 중 RIBA PART Ⅰ에 해당되는 과정을 수료하면 시

험 면제

PART Ⅱ

PART Ⅰ 시험에 합격 또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영국에서

건축학 교육과정 중 RIBA PART Ⅱ에 해당되는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 면제

PART Ⅲ

24개월의 실습 이력, 이력서, 사례 연구, 필기시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평

가. 영국에서 건축학 교육과정 중 RIBA PART Ⅲ에 해당되는 과정을 수료하

면 시험 면제

RIBA에서 인정하는 대학 및 교육과정은 아래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rchitecture.com/education-cpd-and-

careers/riba-validation

즉, 7년(학사과정 3년 + 실습 1년 + 석사과정 1년 + 디플로마과정 1년 + 실

습 1년)의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영국 건축가 등록 협회(ARB)에 등록된

건축가로서 RIBA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https://www.architecture.com/education-cpd-and-careers/riba-validation


추천대학

Newcastle University

뉴카슬 대학교는 영국을 대표하는 연구대학 중 하나로 영국 최고 명문대들의

모임인 러셀 그룹에 속해 있다. 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가 잘 마

련되어 있으며, 런던에 있는 대학보다 저렴한 물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지리

적 장점도 있다. 유전공학과 같은 이공계 전공과 더불어 미디어, 비즈니스와

같은 사회과학 계열도 인기가 높다. 

건축학과는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지(The Guardian)가 선정한

2018년 영국 최고의 건축학과 TOP 13 랭크 되었다.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RIBA)의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뉴카슬 대학

교의 건축학 학사과정을 마치면 RIBA PART Ⅰ 시험이 면제되고, 석사과정을

수료하면 PART Ⅱ 시험이 면제되며, 마지막으로 대학원 디플로마과정

(Postgraduate Diploma)까지 공부하면 PART Ⅲ 시험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영국 특수 전공 - 의대 (Medical School)

영국의 의대는 5년제로 학부 1학년때부터 본과 수업이 진행되며 대학마다 커

리큘럼이 다르지만 대개 1~2학년에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학 등의 수

업과 더불어 유전공학과 생명윤리, 질병과 보건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시기에 이론 학습과 기본 실습이 이루어진다. 3학년이 되면 보다 적

극적으로 연계 병원을 통해 임상 기록의 작성과 기본적 의과 기술을 배우고

일반적 질병의 진단 및 관리법을 실습한다. 4학년 이상부터는 각자의 전공영

역을 선택해 보다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입학 전년도 9월 1일부터 10

월 15일까지 UCAS를 통해 최대 4개 대학(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을 제

외한 다른 전공 지원 시 1개 대학 추가 지원 가능)에 지원할 수 있다.



의대 지원조건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IELTS 6.5 이상의 영어실력과 함께 영국

대학 입학시험인 A Level 또는 국제 공인 고등교육과정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가 요구된다. A Level의 경우 3~4과목 이상의 A(또는 A*) 

성적이 필요하며 대개 수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공부한

다. 

2년간 진행되는 A Level의 기간이 부담되고 영국 현지 학생들과의 대입 경쟁

을 피하고 싶다면 학부예비과정(Foundation)을 제공하는 St. Andrews 

University(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와 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영국 의대의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적성검

사(BMAT 또는 UKCAT), 과외활동과 인터뷰에 있다. 인터뷰는 대부분 11월

~3월에 이루어지며 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

통찰력, 의료적 윤리 등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목적으

로 한다.



졸업 후 진로

5년의 학사과정을 마치면 한국의 인턴과정에 해당하는 2년의 수련의 과정

(Foundation Year)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또는 일반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전문의가 될 것인지, 일반의가 될 것

인지의 선택에 따라 수련 기간이 달라지는데 3년부터 8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사실상 수련의 과정 2년 후에는 외국인이 영국 병원에서 의사로서 활

동하는 것은 비자 등의 문제로 매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 또는 자국행을 선택한다.

영국 의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을 때, 한국에서 예

비 시험을 치러 합격 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전체 의사에서 일반의(GP)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며, 이들은 환자들

의 기초 치료와 병원으로의 연결 임무, 7일 이상의 처방을 담당한다. 일반의

를 찾아가는 환자의 특성상 모든 영역에 걸친 기초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전문의(Specialist)

환자의 진료 특히 입/퇴원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 오지 이동 병원의 운영 그

리고 수련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임무이다. 전문의는 또다시 임상의(임상

요원)와 교수직 전문의(교수요원)로 나뉘는데 임상의는 일반 전문의

(General Expert)로서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며 교수직 전문의

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세부전공이 요구된다.



추천대학

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

일반적으로 영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A Level을 요구 하지만 세인트

죠지 런던 대학교의 의대는 A Level이 아닌 학부예비과정(International 

Foundation in Medical, Biomedical and Health Sciences)을 이수한

후에도 진학이 가능하며, 본 학부예비과정은 국제적인 대학진학프로그램 제

공 교육기관인 INTO에서 운영한다. 

세인트 죠지 런던 대학교 학부예비과정은 Medicine과 Biomedical 

Science의 두 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성공적으로 수료 시 세인트 죠

지 런던 대학교 내 관련 전공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International 

Medicine(MBBS/BSc)은 6년 과정으로 4학년까지는 기본적인 의학분야를

학습하며 영국에서 졸업반인 6학년에는 미국에서 의료 실습을 진행한다. 

International Biomedical Science(BSc HONS)는 3년 과정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의대 4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연구분야에 강한 영국 대학원

영국의 대학원 과정은 선택의 폭이 넓고 연구분야가 강한 것이 특징이며, 우

리나라의 석사 과정과 비슷하게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는 1년 과정의 수업석

사(Taught Master)과정과 수업 없이 연구 과정만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

는 2년 과정의 연구석사(Research Master)과정으로 나뉜다. 박사 과정은

3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문학 석사(MA) 또는

이학 석사(MSc)를 지원하며, 타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 석사예비과정이나, 

Postgraduate Diploma과정을 거쳐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또한 지

원 과정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입학이 유리하다.

수업석사(Taught Course)

우리 나라 대학원 과정과 비슷하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강의와 세미나에 참

석 하고 필기시험을 친다. 1년 3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2학기에는 수업, 

3학기에는 논문 작성이 주를 이룬다. 학기는 보통 9~10월에 시작한다.

Diploma, Certificate

✓ Postgraduate Diploma

9개월 과정

논문이 없으며, 에세이 7,000자 이상을 쓰면 취득 가능

✓ Postgraduate Certificate

6~9개월 과정

논문이 없으며, 총 6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

✓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1년 과정

중등학교 교사 양성과정으로 과정을 마치면 중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수 있

고, 실습이 포함



일반 석사과정(Master Degree)

✓ Master of Art(MA) - Master of Science(MSc)

✓ Master of Law(LLM) - Master of Education(Med)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석사학위로 주로 1년 과정이며, 지원 시 경력이 중요하다. 학교에 따

라서는 인턴십을 제공한다.

Master of Research (수업과정 + 연구과정)

박사과정 입학 전의 준비단계로 연구 과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과정으

로 진학할 학생이 대상이다.

Taught Doctorate(Deng, DMus, DEd, DBA, DClinPsych)

3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으로 3년 이상 전문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40,000자 논문을 써야 하며, 주로 전문가 대상으로 수업과정과 연

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박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New Route PhD:

2년의 수업과정과 2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되며 박사과정과 입학조건이 동

일하다.



연구석사(Research Course)

정해진 과정이 없이 지도교수가 개별적으로 학생의 연구과제에 적합하게 짜

주는 대로 강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연구를 하는 과정이다. 대개 시험은

없고 연구 결과를 종합한 논문 발표로서 학위가 수여된다. 기간은 2년이지만

외국 학생의 경우 학위 취득에 보통 3년이 걸린다.

Master of Research(수업과정+연구과정)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단계로 연구과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Master of Art by Research/Master of Science by Research

1년의 연구과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15,000~40,000자 논문을 써

야 한다. 박사과정으로 진학 없이 석사과정만 할 학생이 대상이다.

Mater of Philosophy(MPhil)

2년 과정으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한 예비과정이다.

Taught Doctorate(Deng, DMus, DEd, DBA, DClinPsych)

3년 이상 소요되는 과정으로 3년 이상 전문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 40,000자 논문을 써야 하며 수업과정과 연구과정이 모두 포함되

어 있다. 전문 박사과정이라 할 수 있다.

New Route PhD

2년의 수업과정과 2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되며 박사과정과 입학조건이 동

일하다.

Doctor of Philosophy(PhD)

3년 이상의 과정으로 입학허가를 받고 첫해는 MPhil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PhD과정은 1년 후 2년 차에 시작한다.



박사과정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박사학위

취득에는 보통 3년이 걸린다. 박사학위는 석사과정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박

사학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석사학위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연구

석사과정을 통해 1~2년 동안 연구 수행능력을 평가 받게 된다. 이 과정을 성

공적으로 이수하고 나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정식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

다.

대학원 입학 지원

지원시기

입학 전년도 12월~입학 년도 2월(전공에 따라 지원시기 다름)

영어조건

IELTS 6.5~7.0 또는 TOEFL CBT 230~250 이상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

음)

구비서류

• 입학지원서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학업계획서

• 추천서 2부

* 연구과정은 연구계획서 필수

* MBA, TESOL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직장경력이 요구 되기도 함



영국 대학원 최고 인기 전공 MBA

MBA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의 약자로 경영학 석사학위

를 말하며 경영학 이론을 습득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다. MBA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경영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

양한 경영상황을 다루면서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감각과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대학의 MBA는 영국의 다른 석사학위와 마찬가지로 1년 3학기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시기는 대부분 9월이다. MBA 수업은 강의, 그룹토

론,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또는 학회, 교수와의 일대일 수업 등으로 나뉜다. 

MBA는 특히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 등이 많고 요구되는 과제나 학

업양도 많으므로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을 받는 것을 넘어 전 분야

에 걸쳐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필수이다. 

영국의 MBA는 특히 금융분야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 MBA 진학을 위

한 대학을 선택할 때는 학문적인 측면, 명성, 교수법, 학생 서비스, 인턴십 등

취업 지원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MBA 과정 구성

MBA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으며, 필수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반드

시 이수 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학교마다 과목의 종류나 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을 경우 본인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선택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전문화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MBA에서는 본인의 관심분야에

맞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인

턴십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단 인턴십은 MBA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MBA 입학조건

• 직장경력: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상

• 학력: 학사학위 이상, 전공 불문

• 영어: IELTS 6.5~7.5 이상의 영어실력

• 전 직장에서의 추천서 및 출신학교에서의 추천서

• 리더로서의 역랑, 팀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및 효과적인 활동 역량, 분석

력, 창조력 등

• 작문, 에세이



영국 MBA 순위(2018 Financial Times 선정)

1. London Business School

2. 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3. University of Oxford: Saïd
4. Alliance Manchester Business School

5. Warwick Business School

6. City University: Cass

7. Imperial College Business School

8. Cranfield School of Management

9. Dur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10. Lancaster University Management School

11. University of Edinburgh Business School

12. Leeds University Business School

13. University of Strathclyde Business School



추천대학

City University: Cass Business School

과정명 Full-time MBA

학업기간 1년 (12개월)

입학조건 학사학위 &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or 최소 6년 이상의 경력

영어조건 IELTS 7.0 이상의 영어실력

수업내용

• 전략 & 조직 (Strategy and Organisations)
• 금융환경 (The Financial Environment)
• 창조경영의 이점 (Creating Management 

Advantage)
• 지식과 정치 (Knowledge and Policy)



추천대학

University of Surrey: Surrey Business School

과정명 Full time MBA

학업기간 1년

입학조건
• 학사 학위 취득자
•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영어조건 IELTS 6.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

수업내용

[필수모듈]
• 인적자원관리 (Managing Human Resources)
•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 운영전략 (Operations Strategies)
•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 글로벌 전략관리 (Strategic Management in a 

Global)

[선택모듈]
• 프로젝트 & 프로그램 관리 (Project and Programme

Management)
•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 재무전략 (Financial Strategy)
• 지속적인 경영 전략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ies



석사예비과정을 통한 성공적인 영국 대학원 진학

석사예비과정은 학부과정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학생이 영국

대학 석사과정으로 진학 하기 위한 예비과정이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학업 능력, 연구 능력 및 분석 능력과 함께 논문에 필요한 비평적인 글

쓰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영국 석사과정 진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은 아니지만, 1년 기간의 영국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필

요한 과정이다. 석사예비과정은 일반적으로 학업 기간은 영어능력에 따라 1

학기, 2학기, 3학기 중 필요한 학기 수가 결정되며 보통 IELTS 5.0 이상의 영

어성적이 요구된다.

석사예비과정의 장점

영어능력 향상

부족한 영어실력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에세이, 토론, 논문작성 등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성공적인 석사학위 취득을 준비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 보장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학원으로 입학

이 보장되며, 타 대학원 지원 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사과정 적응 능력 향상

아카데믹 영어, IELTS 시험준비, 연구 방법 및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계획 수

립 등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석사과정에서 에세이 작성, 토론, 연

구수업 등에 잘 적응하여 효율적인 학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추천 대학원 진학 준비과정

1. LIPC 석사예비과정

진학가능 대학교
De Montfort University 및 그 외 다른 대학으로도 진
학 가능

입학조건

• 학력 : 만 21세 이상의 학사학위(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자

• 영어 : IELTS 4.5~6.0 이상의 영어실력
• Art & Design 분야 지원자는 포트폴리오가 요구 됨

과정기간 1~2학기

평가방법
• 개인과제
• 프로젝트
• 자체시험 등

2. Kings Education 석사예비과정

진학가능 대학교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 SOAS University of London
• Bournemouth University
• University of York 등

입학조건

• 학력 : 만 21세 이상의 학사학위(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자

• 영어 : IELTS 5.0(Reading & Writing 5.0) 이상의
영어실력

과정기간 1~3학기 (주당 최소 32교시 수업)

평가방법 논문, 학습과제, 프레젠테이션, 자체시험, IELTS



3. INTO 석사예비과정

진학가능 대학교

• City University London
• University of Exeter
• University of Manchester
• Newcastle University
• University of East Anglia 등

입학조건
• 학력 : 만 21세 이상의 학사학위(또는 동등한 수준의

학력) 소지자
• 영어: IELTS 4.5~6.0 이상의 영어실력

과정기간 2~4학기

평가방법

• 학습과제
• 프레젠테이션
• 프로젝트
• 자체시험 등



2019년 영국 대학교 전공별 순위

영국의 유명 잡지 가디언(Guardian)에서는 매년 전공별 대학 랭킹을 발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업 만족도, 교수 만족도, 피드백 만족도, 학생 대 교수 비

율, 학생당 수업시간, 졸업 6개월 내 취업률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순위는 매년 바뀌므로 랭킹만으로 대학을 선택하기보다는 그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College London

2 Newcastle University

3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4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5 Arts University Bournemouth

6 Aberystwyth University

7 University of Southampton

8 Ulster University

9 Kingston University

10 Lancaster University

11 University of Derby

12 Teesside University

13 University of Leeds

14 Robert Gordon University

15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아트(Art)



순위 대학명

1 Leeds Arts University

2 Kingston University

3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4 Loughborough University

5 University of Lincoln

6 Arts University Bournemouth

7 Staffordshire University

8 Coventry University

8 Nottingham Trent University

10 University of Edinburgh

11 University of Wales, Trinity Saint David

12 Liverpool Hope University

12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14 De Montfort University

15 Brunel University London

디자인 및 공예(Design & Crafts)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Sheffield

2 University of Cambridge

3 University of Bath

4 University College London

5 University of Nottingham

6 Manchester School of Architecture

7 University of Lincoln

8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9 Coventry University

10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Bristol

11 University for the Creative Arts

12 Oxford Brookes University

13 Cardiff University

14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15 Northumbria University

건축학(Architecture)



순위 대학명

1 Imperial College London

2 University of Leeds

3 University of Bristol

4 University of Southampton

5 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

6 Loughborough University

7 University of Nottingham

8 Abertay University

9 University of Bath

10 Queen’s University Belfast

11 University of West London

12 University of Glasgow

13 University of Greenwich

14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15 University of Birmingham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Oxford

2 University of St Andrews

3 University of Warwick

4 University of Bath

5 Loughborough University

6 University of Buckingham

7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8 Lancaster University

9 Durham University

10 University of Derby

11 SOAS, University of London

12 University of Leeds

13 University of York

14 Falmouth University

15 University of East Anglia

비즈니스(Business, Management & Marketing)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Oxford

2 University of Cambridge

3 University of St Andrews

4 University of Leeds

5 University of Stirling

6 Coventry University

7 University of Warwick

8 Heriot-Watt University

9 University of Portsmouth

10 University of East Anglia

11 University of Nottingham

12 University of York

13 Nottingham Trent University

14 Durham University

14 De Montfort University

경제학(Economics)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St Andrews

2 University of Cambridge

3 University of Oxford

4 University of Bristol

5 Loughborough University

6 University of Warwick

7 University of York

8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9 Coventry University

10 University of Exeter

11 University of Surrey

12 University of Essex

13 King’s College London

14 De Montfort University

15 University of Sheffield

정치학(Politics)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St Andrews

2 University of Bath

3 University of Cambridge

4 University of Oxford

5 University College London

6 Durham University

7 Cardiff University

8 University of Buckingham

9 Loughborough University

10 Nottingham Trent University

11 University of Exeter

12 University of Lincoln

13 University of York

14 University of Birmingham

15 University of Bristol

심리학(Psychology)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St Andrews

2 University of Cambridge

3 University of Oxford

4 Loughborough University

5 Imperial College London

6 University of Warwick

7 Durham University

8 University of Southampton

9 University of Leeds

10 University of Surrey

11 University of Nottingham

12 University of Sheffield

13 Liverpool Hope University

14 University of Manchester

15 University of Bath

컴퓨터과학 & IT(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Systems)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Nottingham

2 University of Southampton

3 University of Surrey

4 Imperial College London

5 University of Bath

6 University of Manchester

7 University of Bedfordshire

8 University of Leeds

9 Loughborough University

10 University of Bristol

10 University College London

12 University of York

13 Bournemouth University

14 Ulster University

15 University of Edinburgh

전기/전자공학(Electronics & Electrical Engineering)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Oxford

2 University of Liverpool

3 University of York

4 Loughborough University

5 University of Sussex

6 Durham University

7 University of Surrey

8 University of Manchester

9 University of Leeds

10 University of Nottingham

11 Lancaster University

12 King's College London

13 University of East Anglia

14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15 University of Bristol

화학(Chemistry)



순위 대학명

1 University of Cambridge

2 University of Oxford

3 Swansea University

4 University of Aberdeen

5 Newcastle University

6 University of Edinburgh

7 University College London

8 University of Dundee

9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0 Brighton and Sussex Medical School

11 Imperial College London

12 University of Glasgow

13 Keele University

14 University of Leeds

15 University of Birmingham

의학(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