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FE SA에서
공부하세요

tafesa.edu.au/international

고등 교육 및 VET 제공

소개
TAFE SA는SA정부에서 설립된 공립 교육기관입니다. 100개 이상의 코스가 있으며, 자체 코스 뿐만 아니라 대학편입까지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코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취업 시장에서 원하는 능력과 지식을 TAFE SA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비즈니스 비지니스 관련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교육 과정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며 졸업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진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모든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강의 스타일은 업계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기술을
사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과정 수료시 바로 취업이 준비되로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의 대부분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턴쉽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취업
현장에서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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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TAFE SA를 선택해야 할까요?

65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학생을 위한

의
졸업생들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과 수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마련되어 있
습니다.

탄

학사 학위
졸업생들은 2 년
간의 호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력적인
지원
입학

사교 모임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4번의 입학 기회

≥ NCVER 학생 성과 설문 조사 2017 ~ 자세한 내용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 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입학 기준
대부분의 TAFE SA 코스 입학의 최소
아카데믹IELTS(또는 동등한) 점수는 IELTS
5.5(Band 5.0)입니다.
준학사 학위, 치과 및 구강 건강, 호텔, 조경
설계 및 간호를 포함한 일부 과정은 더높은
IELTS 점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학 기준 및 요건에 대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fesa.edu.au/international/
international-courses

학력별 입학 기준
TAFE SA의 각 개별 코스에는 해당 코스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입학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코스에 대한 입학 요건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tafesa.edu.au/
international/international-courses.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입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ertificate III 과정 - 10 학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수료.
Certificate IV 과정 - 11 학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수료.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준학사 학위 및 학사 과정 - 12 학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수료

국가

호주 10 학년 또는 11 학년과 동등

호주 12 학년과 동등

한국

고등학교 1 학년 또는 이와 동등
과정 이수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증/졸업장
(인문계 고등 학교 졸업장)

대학 패키지 프로그램

영어 센터

저희의 남호주 대학, 애들레이드 대학 및 플린더스 대학과의 패키지
프로그램은 여러분에게 학사 학위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TAFE SA의 영어 센터는 애들레이드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렴하고 집중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FE SA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준학사 학위가 성공적으로 수료되면 *
애들레이드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 연계된 학부과정에 입학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학점 이전은 패키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학사 학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AFE SA 과정 또는 남호주 대학, 애들레이드 대학 및
플린더스 대학의 많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TAFE SA 영어 코스:
일반 영어(064265A)
개인적인 또는 전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학생과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카데믹 영어(064266M)
TAFE SA나 대학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급 아카데믹 영어(086001K)
학부 또는 대학원 수준의 대학 진학을 위한 고급 영어 실력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급 IELTS 준비 (074846G)
추가 학업, 취업, 이민 또는 전문직 등록을 위해 IELTS 시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코스입니다.

*학생이 해당 대학의 편입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

입학

유학을 고려한다면 TAFE
SA를 적극 추천합니다. 교직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은 이 주에서
최고이며 학생들에게 배우고,
질문하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AFE SA 는 학생들에게 1년에 4번의 유연한 입학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코스에 한함).
웹사이트를 통해 각 코스별 시작 날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tafesa.edu.au/international/international-courses
1학기

2학기

3학기

”

4학기

2019

1월29일

4월29일

7월22일

10월14일

2020

1월28일

4월27일

7월20일

10월12일

순희 한국

Patisserie의 Certifcate III와 IV 및
Hospitality의 고급 디플로마

TAFE SA는 코스 시작 3개월 이상 전에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코스
TAFE SA는 예술 및 디자인, 건축 및 건설, 비즈니스 및 마케팅, 지역사회 서비스, 영어, 헤어 및 미용, 건강 및 라이프 스타일, 호텔 및 관광, 정보기술,
광업, 엔지니어링, 자동차, 자연보존 및 토지 관리 그리고 과학 분야의 유학생들을 위한 100개 이상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목록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코스들입니다.
전체 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tafesa.edu.au/international/international-courses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tafesa.edu.au/international/international-courses
과정

국가 코드

CRICOS 코드 학업기간

2019 등록금 2020 등록금
$AUD
$AUD

관광,호텔 및 이벤트 관리 학사

CRS1400588

099074G

3년

$45,000

$45,650

전자 공학 준학사 학위

CRS1400029

066407J

2년

$35,000

$35,500

토목건축 공학 준학사 학위(설계 제도)

CRS1400353

092138J

2년

$35,000

$35,500

토목건축 공학 준학사 학위(사이트 관리)

CRS1400354

092139G

2년

$35,000

$35,500

소프트웨어 개발 디플로마

ICT50715

088905J

1년

$13,200

$13,400

자동차공학 디플로마

AUR50216

091697G

6개월

$7,600

$7,700

호텔경영 디플로마

SIT50416

090981A

6개월

$5,050

$5,150

리더십 관리 디플로마

CPC51915

089261K

6개월

$6,600

$25,300

파티세리 Certificate III

SIT31016

093608J

1년

$14,750

$14,950

*상업 요리Certificate III

SIT30816

094563J

1년

$14,750

$14,950

경영학 CHI

AMP30415

088730E

6개월

$6,600

$8,200

*대다스의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상업요리, 파티세리 또는 호텔 경영의 Certificate III, IV와 호텔 경영 디플로마, 관광,호텔 및 이벤트 관리의 학사 학위가 같이 패키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Flinders University CRICOS Provider Number: 00114A
The University of Adelaide CRICOS Provider Number: 00123M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CRICOS Provider Number: 00121B

Kumar Deut,교육 컨설턴트
T +61 (8) 8348 2651
M +61 411 285 227
kumar.deut@tafesa.edu.au

tafesa.edu.au/international
Email: international@tafesa.edu.au
Facebook: facebook.com/TAFESAInternational
Telephone: 1800 049 492
국제 전화: +61 8 8463 5487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국립 연결 서비스 센터를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yservice.gov.au
TAFE SA International
애들레이드 캠퍼스: Ground Floor, Sector C
120 Currie Street
Adelaide, South Australia 5000

TAFE SA RTO Code: 41026 | CRICOS Code: 00092B | HEP Code: PRV14002 | Accurate as at May 2019

자세한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