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은 지식이 풍부했고 학업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이들은 하스피텔러티
산업과 연계된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트레이닝을 통해 제공된 실무 경험을 통해 호주
문화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식도락 (Gourmet
Escape) 및 마가렛 리버 비즈니스 어워즈
(Margaret River Business Awards) 등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헬렌 | 하스피텔러티 디플로마

TAFE WESTERN AUSTRALIA
이곳에서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Perth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에서는 일년에 3,000 시간의
일광을 즐길 수 있으며 문화적 활력과 자연 공간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19개의 해변 및 해안길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멋진 현대 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과 문화를 포용하는 2백만 인구는 170
여개 언어로 말하고 100여개의 종교를 가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항상 환영받고 존중될 것입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 지역 체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 지역은 중서부의 삼림과
남서부의 산악지대, 북쪽의 열대 사막과 모래 해변을
따라 난 길게 뻗은 완벽한 해변을 포함, 장엄한 자연미로
유명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유학생들은 세개의 지방 TAFE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지방의 지역사회 생활을
체험할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특히 기회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직업 교육을
받길 원하는 워킹할러데이 방문자들에게 좋습니다.

TAFE Western Australia에서 학업을 하는 이유
TAFE Western Australia 코스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

산업 전문인들로 구성된 강사진, 그리고 실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최상의 교육으로 미래의 경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소유 및 운영
TAFE 칼리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가 인정
고수준 코스들을 제공합니다.
>> 대학교 진학 경로
TAFE 칼리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대학교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성 있는 입학 요건이 적용됩니다.
>> 광범위한 코스 선택 가능
학생들은 광역시 퍼스와 서호주 지방 전역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250여 개의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대 시설
TAFE 칼리지들은 실무 환경을 밀접하게 재건한 현대식
시설을 보유합니다.
>> 실제적인 업무 기술
TAFE 자격증은 학생들에게 업무 기술과 산업 훈련을
제공하여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 비용 가치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훈련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TAFE Western Australia에서의 학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tafeinternational.wa.edu.au 를 방문하십시오.

TAFE Western Australia에서 무엇을
공부할 수 있나요?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tafeinternational.
wa.edu.au/unipackages 를 참조하십시오.

써티피키트,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및 준학사
등 250여 개의 코스를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학업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
>
>
>
>
>
>
>
>
>
>

TAFE 코스의 수업료는 학기당 호주불로 약 $6,000부터
시작합니다. ELICOS 비용은 주당 호주불 $300입니다.
자료 요금과 추가 비용도 납부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요금 목록 전체를 위해서는
tafeinternational.wa.edu.au/fees 를 방문하십시오.

동물관리 + 해양
예술, 디자인 + 멀티미디어
건축 디자인, 건설 + 공학
비즈니스 + 관리
아동 + 지역사회 서비스
보건, 레크리에이션 + 라이프스타일
하스피텔러티 + 관광
정보 기술
해양 +항공
과학 + 환경학
유학생을 위한 영어 집중과정 (ELICOS)

유학생 보험 커버 (OSHC)
호주에서 공부하는 모든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의
전체 기간 동안 유학생 보험 커버 (OSHC)를 지불해야
합니다. OSHC 커버는 Bupa를 통해 주선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단일 보험 비용은 약 $605AUD입니다.
OSHC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afeinternational.wa.edu.au/healthcover 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코스 정보를 위해 코스 카탈로그를
방문하십시오. tafeinternational.wa.edu.au/courses

숙소

영어 및 입학 요건
본 기관은 TAFE 코스 입학을 위해 다양한 테스트 및
영어 상응 자격 증빙 서류를 채택합니다.
대부분의 써티피키트, 디플로마 및 고급 디플로마
코스 입학을 위해 본 기관은 IELTS (아카데믹) 점수
5.5 (밴드 점수가 모두 5점 이상)에 상응하는 점수를
요구합니다.*
* 유의: 일부 코스는 입학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입학 요건에 대해 알아 보세요
tafeinternational.wa.edu.au/admission-requirements

학생들에게 다양한 숙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호주
가정과 함께 살 수 있는 홈스테이, 캠퍼스 리빙 빌리지
그리고 민간 렌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afeinternational.wa.edu.au/
accommodation 를 방문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에서의 학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본 기관의 웹사이트 tafeinternational.wa.edu.au
를 방문하여 코스 카탈로그를 보고 지금 신청하십시오!

입학 날짜
TAFE 코스의 대부분은 2월과 7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영입 날짜의 전체 목록을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tafeinternational.wa.edu.au/application-dates

TAFE WA UniPathway
많은 학생들이 TAFE에서의 학업을 선택하고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학업을 마칠 무렵에 대학 입학을 신청한
후, 이전 학업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 과정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학교 진학 경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tafeinternational.wa.edu.au/
university-pathways 를 방문하십시오.

대학교 패키지
일부 TAFE 코스들은 코스 전 기간 동안을 위한 학생
비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에 패키지로 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TAFE 칼리지의 유학생 영입과 입학은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에서 관리하며 이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훈련 및 직장개발부 산하 부서입니다.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East Perth TAFE Campus, Building B, Level 2, 140 Royal Street, East Perth WA 6004
RTO 제공기관 번호: 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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