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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새로운 활동들을 상당히 즐겼는데요. 그 중 매일 새롭게 
배운 것을 적었던 성찰 일기 쓰기가 참 좋았습니다. Wiki와 같은 
다양한 소통방식을 사용해 잡지를 만들고,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갖춘 가상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제게 중요한 체험 중 하나는, 외국에서 외국어로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애드리애나 곤잘레스 헤레라  |  콜롬비아  |  TIWA
ELICOS 및 BSB40215 Certificate IV in Business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영어 과정

활기찬 다문화적 환경에서 영어 과정을 공부하세요. 첫째날에 저희는 여러분의 영어 수준을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학급에 여러분을 배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진학, 업무 혹은 개인적 자기계발이든 상관없이, 저희 팀은 
여러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서호주의 퍼스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화창한 기후와 활기찬 도시 생활이 
특색이며, 학생 여러분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TIWA)는 
서 호주의 TAFE 과정에 입학된 유학생들에게 과정을 
제공하도록 정식 등록된 훈련기관 (RTO)이자, 영연방정부의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부 (CRICOS)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TIWA는 Navitas English와 연계하여 
ELICOS를 제공합니다.

TIWA는 Northbridge에서 ELICOS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중앙 교통망, 쇼핑몰, 수많은 카페, 식당 및 엔터테인먼트 
업소가 있는 퍼스 중심가와 가깝습니다. 

Northbridge는 퍼스의 문화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WA 
Museum Boola Bardip (서호주 박물관), State Theatre 
of Western Australia (서호주 주립 극장), Pert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퍼스 현대 미술 협회) 및 
Art Gallery of Western Australia (서호주 주립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ELICOS 캠퍼스 위치
211 Newcastle Street, Northbridge WA 6003

 학비
주당 $300

 ELICOS 주요 날짜
이 과정은 10주 단위로 제공됩니다. 반 배정 시험 
및 오리엔테이션은 과정을 시작하는 주의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학기 날짜는 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
options/study-english/elicos#dat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 현대적인 시설이 완비된 수강 및 학습 공간 
 > 무선 인터넷 및 시설을 완비한 컴퓨터실 
 > 유학생 키친, 정원 및 실외 식사 공간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elicos#dates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elicos#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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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COS 과정
일반 영어   |  CRICOS 코드: 013024G
저희의 혁신적이고 활기찬 일반 영어 (GE) 프로그램은 집중적 개발과정을 통해 실용적인 영어 기술을 개발하는 탁월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아카데믹 영어  |  CRICOS 코드: 013025F 
아카데믹 영어 (EAP) 과정은 WA TAFE 칼리지나 호주의 주요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 입학 
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AP 4는 IELTS, PTE-A 또는 TOEFL과 같은 국제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TAFE 과정 
직접 진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AP 교육과정은 비판적 사고, 연구 조사 기술, 시험 요령 및 리포트 작성 등과 같은 
학습 기술을 포함합니다. 

평가

매주 진행되는 점진적 평가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언어 (문법, 어휘 및 발음) 능력을 
확인합니다. 

입학 학급 여러분의 학급은 반 배정 시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간표 오전 8.30 – 오후 1.00 (선택적 자가 학습: 
오후 1.40 부터오후 2.40 - myStudy)  최소 연령 16 세

기간 10 – 40 주 자료비 $180 AUD 일회성 비용으로, ELICOS 
캠퍼스 시작 시 지불.

증서 발급 TIWA는 여러분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증서를 발급합니다. 비용 주당 $300 AUD 

주당 시간수 20 (일일 4시간 수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 날짜 주에 상관없이 매주 월요일 시작

시간표 오전 8.30 – 오후 1.00 (선택적 자가 학습 
오후 1.40- 2.40 - myStudy) 입학 학급 여러분의 학급은 반 배정 시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간 10 – 30 주 최소 연령 16 세

증서 발급 TIWA는 여러분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증서를 발급합니다. 자료비 $180 AUD 일회성 비용으로, ELICOS 

캠퍼스 시작 시 지불.

비용 주당 $300 AUD

주당 시간수 20 (일일 4시간 수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 날짜
EAP 3 & 4 – 각 학기의 1주차 및 6주차 (각 레벨을 통과하기 위해 10주가 필요): 1월 18일, 2월 22일, 3월 
29일, 5월 3일, 6월 7일, 7월 12일, 8월 16일, 9월 20일, 10월 25일, 11월 29일. EAP 5 - Block 3  – 3월 29
일; Block 4  – 5월 3일; Block 9  – 10월 25일; Block 10  – 11월 29일

IELTS PLUS  |  CRICOS 코드: 041750M
IELTS는 고등 교육 기관 및 전문 기관 입학시 영어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IELTS는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며, 점수는 밴드 1 (비사용자)에서 밴드 9 (전문적 사용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점수들은 합산되어 전반적인 
밴드 점수로 계산됩니다. TIWA는 대부분의 서티피켓과 디플로마 프로그램 입학 조건으로 IELTS 5.5점을 요구합니다. 호주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 기관은 학부나 대학원 과정의 입학 조건으로 IELTS 6.0 - 7.5를 요구합니다. 

평가 IELTS 모의 테스트 (5주차 & 10주차) 입학 레벨 IELTS 5.0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
중상위급- upper Intermediate)

시간표 오전 8.30 – 오후 1.00 (옵션 자가 학습 
오후 1.40 - 2.40 - myStudy) 최소 연령 16세

기간 10 – 20주 학습 자료비 $180 AUD 일회성 비용으로, ELICOS 
캠퍼스 시작 시 지불.

증서 발급 TIWA는 여러분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증서를 발급합니다. 비용 주당 $300 AUD

주당 시간수 20 (일일 4시간 수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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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TAFE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곳이 
유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덕분에 제 문법, 발음 및 사교성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부메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어서 특별히 
좋았습니다. 제 선생님은 정말 좋았으며, 영어 과정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해 주었다는 부분을 나누고 싶군요. 
저는 이 영어 과정을 시작으로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튜 코퍼즈   |   필리핀    |   TIWA

아카데믹 영어 

활동 시간대 시간
1 교시 08.30 – 10.30 2 시간
휴식 10.30 – 11.00 30 분
2교시 11.00 – 13.00 2 시간
점심 13.00 – 13.40 40 분
자가 학습 – myStudy (선택 사항) 13.40 – 14.40 1 시간

수강 시간표

*CEFR -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 언어 공통 기준)
*IELTS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국제 영어 능력시험)

일반 영어

중상위급 
(Upper Intermediate) EAP 4 IELTS Plus

중상위급 Upper Intermediate

예비 중급 
Pre-Intermediate

초급 
Elementary

중급 
Intermediate EAP 3

아카데믹 영어 

EAP 5 IELTS Plus
Advanced

TAFE이나 대학으로 진학

IELTS Plus 호주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ELICOS 과정 레벨에 준하는 영어 성적표  |  영어 과정 및 추가 학업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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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신청하세요
과정 카탈로그를 확인하려면 tafeinternational.
wa.edu.au  를 방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TIWA)는 서호주의 TAFE 과정에 입학된 유학생들에게 과정을 제공하도록 등록된 훈련기관 (RTO)이자 
영연방정부의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및 과정 등록부 (CRICOS)에 등록된 기관입니다. TIWA는 Navitas English와 연계하여 ELICOS를 제공합니다. 

 TAFE International Western Australia, East Perth TAFE Campus, Building B, Level 2, 140 Royal Street, East Perth   WA  6004

 tafeinternational.wa.edu.au |    +61 8 9218 2100     |    RTO 제공기관 번호 52395 |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020G | 2022

 자료비
ELICOS 학생들은 전문 교재, 소프트웨어 및 자료에 대해 
$180의 자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ELICOS 
캠퍼스에서 시작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일회성 비용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생 활동
이 사회 활동 프로그램의 이름은 ‘부메랑’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전세계 출신의 학생들과 문화, 스포츠 및 사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친구를 사귀고, 
영어를 연습하고,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진학
영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여러분은 100여개의 
서티피켓, 디플로마 및 상급 디플로마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정의 입학에 필요한 최소 영어 성적은 
아카데믹 IELTS 5.5에 준하는 것으로서, 모든 밴드 성적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과정은 더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IELTS 6.0 또는 6.5). 과정 카탈로그를 
보려면, tafeinternational.wa.edu.au/courses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의료 보험
호주에서 유학하는 모든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 기간 동안 
유학생 의료 보험 (OSHC)에 들어야 합니다. OHS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feinternational.wa.edu.au/healthcover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english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your-study-options/study-at-tafe/course-catalogue
https://www.tafeinternational.wa.edu.au/help-and-advice/health-c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