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학급 친구들의
국적이 모두 달라서 잘 혼합되어 있지요.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설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터넷과 신규 도서관 그리고 카페테리아
등입니다. 인터넷 사용은 무료인데 이 점은
유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백 한나 | 한국 | ELICOS

NORTH METROPOLITAN TAFE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영어를 향상시키십시오
TAFE 및 고등교육 코스에 진학할 경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영어 코스에서 공부하면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즐기십시오.
유학생을 위한 영어 집중 코스 (ELICOS)

퍼스에 대해 알아보기
North Metropolitan TAFE은 Perth Train Station에서 3
분 도보 거리에 있으며 센트럴 버스역에서 5분 도보
거리입니다.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는 North Metropolitan
north perth
의 ELICOS
Centre를 통해 다양한 영어 코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들은 정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며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재정적으로 확실한 칼리지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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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 Park

North Metropolitan TAFE은 멋진 레스토랑과 나이트
클럽 그리고 Northbridge Piazza를 포함한 쇼핑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친구들, 학우들과 함께 무료
야외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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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Metropolitan TAFE의 ELICOS Centre는 퍼스 시의
Robertson
Park
중심에 있는 Northbridg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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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시티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으며 North
Metropolitan TAFE 캠퍼스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내에 무료 교통 구역도 있습니다.

Perth Cultural Centre는 North Metropolitan TAFE에서
불과 5분 도보 거리입니다. 이 활기찬 구역에서 주립
도서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 박물관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아트 갤러리와 극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erth Oval

North Metropolitan TAFE
ELICOS Centre
Roy
al S

주말에는 프리맨틀 마켓을 방문하거나 여러 카페 혹은
바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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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OS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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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들이 10주 텀으로 운영되지만 시작하는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swan river
시작되는
월요일에
배치
시험 및 오리엔테이션이
south perth
실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지금
신청을 원하시면 tafeinternational.wa.edu.au/elicos 를
방문하십시오.

이미지 제공: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관광청

2018 ELICOS 코스
영어 코스

설명

일반 영어
CRICOS 코드: 013024G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일반 영어 (GE)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실력 향상 경로를 통해
실생활 영어 능력을 함양하여, 뛰어난 결과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집중 학급에서 전문
교사에게 배우면서 IELTS 혹은 학문을 위한 영어 (EAP)와 같은 특별 코스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학생들은 5주마다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학문을 위한 영어
CRICOS 코드: 013025F

IELTS 플러스
CRICOS 코드: 041750M

 들 코스들은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학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학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들 코스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광범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고등 교육 학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코스는 다양한
학문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며 학문적 학업 기능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학업에서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이들 코스들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TAFE WA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국제 영어 인증 시험 (IELTS)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시험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 정부 및 고용주들이 인정합니다. 이들 준비 코스들은
학생들이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IELTS를 보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지식과 기능을 제공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테스트 포맷과 시간
관리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테스트를 치르는 전략,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합니다. 이들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TAFE WA 프로그램 입학이 가능합니다.

부메랑 소셜 이벤트
재미거리를 찾으시거나 호주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혹은 세계 도처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부메랑 활동 클럽은 사교활동과 영어 연습 그리고 호주 경험을 위한 멋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곳곳에서 온 학우들과 함께 문화와 스포츠 그리고 사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여행과 주말 야외활동,
서프 캠프, 스포츠 및 사교 활동 (커피 타임, 디너), 학생 파티, 스피드 프렌딩 등등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진학
영어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 250여개의 TAFE WA 코스에서 학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공학, 창의적
예술, IT, 비즈니스, 재정학, 간호학, 관광 및 하스피텔러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 입학에 필요한 최소
영어 능력은 아카데믹 IELTS5.5, 각 항목에서 5.0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부 코스는 좀더 높은 수준의 영어가
필요합니다. 코스 카탈로그를 보시려면 tafeinternational.wa.edu.au/courses 를 방문하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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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A, B, C: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관광청 제공 | 이미지 D: Sets on the Beach 제공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의 ELICOS 프로그램은 North Metropolitan TAFE (RTO 제공자 코드 52786)과의 제휴 하에 제공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TAFE 칼리지에 대한 유학생 모집 및 입학허가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훈련 및 직장 개발부 산하
부서인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에서 관리합니다.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East Perth TAFE Campus, Building B, Level 2, 140 Royal Street, East Perth WA 6004
RTO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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