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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대학학프코스및위치
예술, 인문학, 사 자연과학및공학
회과학
건축*

이프로그램은 3가지진로가마련되어
있으며, 카디프대학교학위이수를위
한유일한직접적인진학경로를제공
합니다.
• 비즈니스
• 공학
• 건강및생명과학
학생들은언론및미디어를포함해카
디프대학의다른과정으로의진학을
신청할수있고 I FP 사무솔로부터카
운셀링및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학생들은영어모듈수업과아카데믹
스쿨을기반으로과목별모듈을포함
한학업요령모듈을함께배우게됩니
다.
www.cardiff.ac.uk/ifp

카디프디도시소개
카디프는런던에서불과 2시간거리에
위치하여녹지가풍부하며생기넘치
는압축도시로서안전하고친근하며

물가가적당한도시입니다. 웨일즈의
수도인카디프에는쇼핑, 레스토랑,
극장, 박물관등다양한편의시설이구
비되어있으며, 주요스포츠행사, 스
타디움투어콘서트, 국제문화페스티
벌의주최장소로서도각광받고있습
니다.
카디프는영국최초의다문화도시중
하나이며, 이곳에서사용되는언어는
약 94가지로추정됩니다. 각종국제
요리를선보이는레스토랑과슈퍼마
켓이있어예산에맞게새로운요리를
맛보거나전통음식을직접요리해는
등다양한활동을즐길수있습니다!
카디프는사우스웨일즈해안에위치
하고있으며, 불과 30분거리에서아
름다운국립공원과해변을만날수있
습니다. 또한국제공항까지대중교통
수단이편리하게연결되어있어유럽
의많은도시까지손쉽게이동할수있
습니다. 주말에는바스, 스트랫퍼드
어픈에이번(Stratford-upon-Avon), 또
는런던등인기있는여행지를방문해볼
수있습니다.
“닥터후”팬이라면카디프만에마련
된 Dr Who Experience를꼭방문해보시
기바랍니다.

비즈니스*

화학

과학

영어, 커뮤니케이션및
철학

컴퓨터과학및정보학

치과학

지구및대양학*

헬스케어연구

역사, 고고학, 종교

공학

의학*

언론, 미디어및문화연
구*

수학

검안및시각학

물리학및천문학

약학및제약*

법

의학및치과학대학원

현대언어

심리학

음악

*영국상위 5 위

계획및지리학*

지도도학카디프, 런던,
리즈, 멘체스터표기.

정치학, 국제관계
사회과학
웨일스어
Edinburgh

Cardiff University

에서의학업

Belfast
Leeds
Manchester

www.cardiff.ac.uk/elt/efus

학생들은영국비자이민국(UK Visas
and Immigration)에서요구하는최소
IELTS(Academic) 점수인5.5를받아야
하며각하위부문마다최소 4.0 이상
을취득해야합니다.

생물의학및생명
과학생명

Birmingham

Cardiff

Bristol

London

Cardiff to London 145 miles/232km

카디프(Cardiff)는런던에서불과 2시간거리에있는젊
고생기넘치는웨일즈의수도에위치한전통을자랑하
는명문대학입니다. 이도시는상위랭킹을차지하고있
는국내럭비, 축구팀을포함해주요스포츠행사가주최
되는인기있는지역이자마돈나, 원디렉션, 리하나등
세계적으로유명한음악가들이최근몇년동안공연을
펼칠정도로음악계에서도각광받고있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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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지원이제공되는학업
환경

서트장, 자체 TV 방송국을포함하여
학생회의구성원이될자격이부여됩니
다. 한국학생회, 영화, 토론, 재즈, 심
카디프에서영어수업과예비과정을듣
지어는해리포터를포함해 100여가지
는학생들은캠퍼스내에서대학교직원
가넘는학생회활동이있으며다양한레
들로부터강의를받게됩니다. 여기서 벨로구성된60개이상의스포츠클럽도
는정보제공을위한이벤트와소셜활동 있습니다.
을포함한종합적인오리엔테이션프로
학업이외에새로운것을시도하고, 새
그램이진행됩니다.
로운사람들을만나거나캠퍼스내의흥
9월에등록한학생들은숙소가보장되
미진진한분위기를만끽하는등다채로
며, 모든학생들은바, 나이트클럽, 콘 운기회를발견할수있습니다.

Cardiff University
B BC에서방영하는닥터후나셜럭홈즈
드라마팬이라면이미카디프를보았을
것입니다. 유명 TV 프로그램들이자
주우리대학의캠퍼스에서촬영하고있
습니다!
카디프대학은 1883년설립되었으며
우수한품질의연구중심의교육과값진
대학경험을제공하기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영국의명문연구
중심 24개대학교그룹인러셀그룹
(Russell Group)의일원으로서, 세계최
고의교수진과과학연구자들은저명한
국제기관으로부터수많은상과자금후
원을휩쓸고있습니다.
120개이상의국가출신의직원들, 학생
들을포함한국제유학생들이생기넘치

는글로벌학술커뮤니티에참여하여우
수한시설및자원의혜택을받고있습니
다.

영국대학교유학생활을위한
준비
카디프대학은학업을시작하기전에영
어능력향상이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
로대학교수업을위한영어(English for
University Study)프로그램, 고등학교
졸업후대학교수업을시작하기전준비
과정프로그램을완료하고자하는학생
들을대상으로국제학생예비프로그램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me)을
제공합니다.

대학교수업을위한영어프로
그램

등록가능점수및일자

대학교수업을위한영어(English for
University Study)</cf>프로그램은영어
능력을향상시키고영국대학의문화를
경험하고자하는해외유학생들을대상
으로카디프대학에서실시하는풀타임
아카데믹영어과정입니다.

IELTS 4.0

9월

IELTS 4.5

1월

IELTS 5.0

4 월 /5 월

이프로그램은 9월부터 6월까지진행
되며, 등록희망학생의영어레벨에가
장적합한단계에따라 9월, 1월, 4월,
5월에등록이가능합니다.

** 학생들은영국비자이민국 (UK Visas
and Immigration)에서요구하는

* 각하위부문에서최소 4.0 필요

IELTS(Academic) 점수를받아야합니다 .

이프로그램에서는아카데믹읽기, 쓰
www.cardiff.ac.uk/efus/elt
기, 말하기, 듣기과정에관한영어용
법과모듈을비롯하여영국문화에대한
강의가포함된학습요령모듈(9월 ~ 3 국제학생예비프로그램
월)을다룹니다.
국제학생예비프로그램은주요과목에
졸업시험에서적절한점수를취득한학 서훌륭한성적(약 75%)으로, 또는다
생들은 I E LTS를다시치를필요없이카 른모든영역에서우수한성적(70%디프대학에서추후학업을계속해서진 75%)으로고등학교학위를마친후추
행할수있습니다.
가적인학업이나영어능력향상을원하
는학생들을대상으로카디프대학에서
실시하는 1년간의풀타임아카데믹프
로그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