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육 및 훈련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TAFE 공립 교육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 및 공립 고등 교육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해안에서 삼림까지, 한적한 해변에서 활기찬 도시 거리까지 망라하여
대조를 이루는 장관을 제공합니다.
시
• 급속도로 성장하는 2백만 여명의 인구를 가진 퍼스는 호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번창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 퍼스는 현대적이고 청결하며 다문화적인 도시로서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배경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 아시아 지역과 동일한 시간대를 가지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대륙
및 걸프만 국가들의 수도에서 직접 항공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직업 경험과 파트타임 직장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TAFE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좋은 직장에서 출발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TAFE Western Australia에 와서 공부합니다. 이 곳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칼리지 네트워크입니다. 본 교육기관은 대학교 진로뿐만 아니라 고용 중심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TAFE 과정은 학생들에게 특정 기술을 연마하도록 합니다. 테크놀러지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곳의
코스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현대화시킵니다.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업무 기술을 익히며 훈련을 받습니다. TAFE에서의 학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 코스를 졸업한 학생들은 신속하게 직장을 잡거나 자격을
높일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TAFE WA 학업의 이점
• TAFE WA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교육 기관입니다.
• 코스는 단기에서 장기까지 다양합니다.
• 유학생들은 호주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학업을 하며 평생 유지되는 친구들을 사귑니다.
• 현대식 시설이 있는 22개 TAFE 칼리지가 있습니다. 각 칼리지에 유학생 사무실이 있어서
숙소와 홈스테이, 비자 갱신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합니다.
• 학생들은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됩니다.

자격증 코스
이 교육기관은 250여 개의 고급 디플로마, 디플로마 및 써티피키트 코스를 통해 250여 개의 다양한
학업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학업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학

• 하스피텔러티 및 호텔 경영

• 예술 및 디자인

• 해양학

• 건축 및 디자인

• 과학 및 환경학

• 비즈니스 및 경영

• 관광 및 여행

• 지역사회 및 보건 서비스

• 동물학

• 컴퓨터 및 정보기술

• 원예학

• 공학

• 숙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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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요건

준학위

자격증 코스:

TAFE는 아래 과정에서 준학위를 제공합니다
• 항공학 준학위
• 항공학 (항공 경영) 준학위
• 항공학 (정비공학) 준학위
• 비즈니스 준학위
• 하스피텔러티 경영 준학위
• 네트워크 테크놀러지 준학위
학생들은 2년 학점을 인정받아 머독 대학교 상과 학사 학위로
진입합니다.

영어 코스
본 교육기관은 다양한 영어 코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 영어

자격증 코스

호주 상응 자격

써티피키트 III/
써티피키트 IV

10-11학년 (조건 적용)

디플로마 & 고급
디플로마

12학년

준학위

12학년

영어
TAFE Western Australia는 써티피키트 과정, 디플로마 과정 및
고급 디플로마 과정을 위해 IELTS 점수 5.5 (아카데믹 – 평균
점수, 각 영역에서 5점 미만이 없어야 함) 혹은 TOEFL 점수
530 혹은 Cambridge FCE를 채택합니다. 준학위를 위해서는
IELTS 각 영역에서 5.5 이상, 평균 6점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ETI 영어 배치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은
학생이 TAFE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영어 공부가
필요한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ETI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아카데믹 영어
• 국제 비즈니스 영어
• IELTS 준비 과정
• IELTS 속성 준비 과정
• 캠브리지 준비 영어 테스트 (PET)
• 캠브리지 퍼스트 써티피키트 영어 과정 (FCE)
• 캠브리지 고급 영어 써티피키트 (CAE)
• 구어 및 문어 영어 써티피키트 I-IV

입학 날짜
• 자격증 코스 – 2월과 7월, 일 년에 두 번 입학 날짜가
있습니다.
• 영어 코스 – 연간 5번 주요 입학 (1월, 2월, 4월, 7월 및
10월) 날짜가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입학도 있습니다.

• 아카데믹 영어 써티피키트 IV

대학교 진학 경로
TAFE 코스는 실용적이며 훈련과 기술에 역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TAFE 코스는 대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며 여러 경우
학생들은 TAFE 학업 내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 웹사이트의 TAFE to University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학비
코스 및 학비 내용을 위해서는 본 교육기관 웹사이트
www.eti.wa.edu.au를 방문하거나 Education & Training
International Education Agent (이름은 웹사이트에 있음)에
연락하십시오.

숙소
숙소 선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배치 요금
공항 이동 – 퍼스
도심권
일 주 숙소
등교일 점심 – 주당
추가

18세 이상
홈스테이

홈스테이
(18세 미만)

$200

$200

$90

$90

$235

$245

$20

$20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호주 홈스테이 네트워크
웹사이트 ( www.homestaynetwork.org)를 참조하십시오.

친절하고 흥미진진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장래 직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탁월한 자격을 갖추길
원하시면 TAFE Western Australia가 바로 그 곳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웹사이트:

www.eti.wa.edu.au
Department of
Training & Workforce Development

Level 2, 123 Adelaide Terrace, East Perth, Western Australia 6004, PO BOX 6830, EAST PERTH BC 6892 • 전화 +61 8 9218 2100 • 팩스 +61 8 9218 2160 • 이메일 study.eti@dtwd.w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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