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FE NSW에서
영어 실력을 기르세요

살펴보고, 문의하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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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TAFE NSW 영어 과정을 
등록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 진학을 준비하고, 꿈꾸던 직업을 갖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해 보세요.

자신이 선택한 TAFE NSW의 직업 과정이나 학위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TAFE NSW에서 영어를 배우세요

전문적인 온라인 지원

본교 IT 부서의 지원으로 학생들은 고품질의 학습 경험을 통해 원하는 영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TAFE NSW 원격 교육으로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각자의 본국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주달러로 주당 $250을 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50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학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영어 
실력을 길러 영어 자격을 
취득하세요

 § 우수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수진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 동안 수업 진행(뉴캐슬은 월요일~목요일)

 § 매주 20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대면 교육과 동일한 학습 효과를 제공

 § Microsoft Teams, Outlook, OneDrive, Word, Excel, Powerpoint 등이 포함된 
Office 365 소프트웨어 사용

 § 모든 학생들에게 IT 헬프데스크 지원 제공

TAFE NSW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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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영어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 영어 프로그램(CRICOS #049258C)

대학 진학 영어(CRICOS #0101064)

과정 목적

여행이나 학업 또는 전 세계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데 필요한 영어 실력을 쌓아보세요. 

이 과정은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초급에서 고급까지 자신에게 맞는 레벨에서 

시작해 원하는 수준의 실력을 달성해 보세요.

과정 목적

이 과정은 영어 능력을 향상하여 호주에서 

학업과 대학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완료 시점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다음 학업 과정에 필요한 영어 

실력이 갖춰질 때 수료할 수 있습니다.

과정 기간:

2 ~ 50주 
(주당 20시간)

과정 기간:

5 ~ 20주 
(주당 20시간)

참고:

중상급(Upper Intermediate) 

레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입학 요건으로 IELTS 5.5점이 

요구되는 TAFE NSW 과정에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진학 영어 과정의 입학 

요건은 IELTS 5.5 또는 

동급의 점수입니다. TAFE 
NSW 영어 어학센터에서 

중상급 레벨(CEFR B2)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진학 

영어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TAFE NSW 교수진

TAFE NSW 교수진은 수상 경력의 언어 전문가들로 최소 5년 이상의 현장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원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우수한 교육으로 쌓은 본교의 국제적 명성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TAFE NSW에서 여러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본교 교수진은 우수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과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상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TAFE NSW의 

교수법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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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영어 어학센터 관련 실용 정보
 

본교의 영어 어학 과정은 자유로운 학업 옵션을 제공하며 연중 50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작됩니다. 최고의 학습 성과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의 융합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간 영어 

수업은 읽기, 쓰기, 듣기를 비롯해 그룹 활동 참여와 토론 및 회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TAFE NSW에서는 다양하게 구성된 주당 20시간의 과정을 통해 영어를 더욱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읽기  종합 능력 컴퓨터 듣기 쓰기

듣기 읽기 쓰기 읽기 발음

토론 쓰기 종합 능력 말하기 회화

참고: 일부 캠퍼스에서는 수업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30분 휴식 포함)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3시에는 튜토리얼 수업(선택)이 제공됩니다. 예시된 시간표는 참고용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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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과정

TAFE NSW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 또는 전문대학 교육 과정에 필요한 영어 입학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AFE NSW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유학생은 

TAFE NSW 과정으로 입학이 보장됩니다. 

여기에는 (수료증에서 고급 준학사까지) 직업 

관련 자격* 및 학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TAFE NSW의 진학 영어는 호주의 여러 대학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 입학에 필요한 영어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면책 규정
본 책자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모든 정보는 발행 시점(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afensw.edu.au/international/study/courses/english를 참조하십시오. ^IELTS 또는 OET 시험 점수가 요구되는 간호학 준학사 과정은 제외

와카나 히로노(Wakana Hirono), 일본

수업 시간에 늘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절한 선생님과 유학생 급우들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영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학생이 단어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화면을 공유해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학생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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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뱅크 telc@tafensw.edu.au
뉴캐슬  hunter.elc@tafensw.edu.au 
울티모  sit.englishcentre@tafensw.edu.au 
울릉공  inter.illawarra@tafensw.edu.au
킹스클리프 nci.international@tafensw.edu.au

울티모, 메도뱅크, 
킹스클리프, 울릉공, 
뉴캐슬

뉴캐슬

뉴캐슬

울티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