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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생활방식을 
누리세요
TAFE NSW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의 
교사/교수진, 최첨단 시설과 산학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널리 
알려진 호주식 생활방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역시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휴식을 만끽하거나, 수백 개의 
해변 중 한 곳에서 마음껏 햇살을 즐기고, 
뉴사우스웨일즈를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로 
자리잡게 만든 카페 문화도 느껴보십시오. TAFE 
NSW에서라면 이 모든 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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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며, 오랜 기간의 공지사항 없이도 학과 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TAFE NSW의 대학 편입 과정, 등록금 및 

과정 개설 캠퍼스 위치들은 본 자료의 인쇄 시점인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예고 없이 심의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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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연수의 풍부한 기회가 제공되는 TAFE NS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AFE NSW는 영어 실력 향상, 이력(履歷)을 위한 학습, 학사 
학위 수료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용적인 실무 중심의 능력을 얻고자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TAFE NSW는 호주 최대의 기술 및 교육 기관으로 13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수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TAFE NSW는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정부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적 인증을 받은 TAFE NSW
의 학과 과정들은 주 정부가 보장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 기업들의 96%가 TAFE NSW의 교육 훈련 내용에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82%가 과정을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합니다. 이는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TAFE NSW는 황금빛 해변과 탁 트인 전원 지역, 시드니의 
활기찬 국제적 대도시 지역 등 뉴사우스웨일즈 주 전역에 
걸쳐 여러 개의 캠퍼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캠퍼스를 선택하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교사/교수진들이 가르치는 소수 정예반에서 풍부하고 보람 
있는 경험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TAFE NSW는 제공하는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최근 
호주 국내 직업훈련과정(VET)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입증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88.8%가 자신들이 받은 교육 훈련 과정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AFE NSW 입학을 고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학생 여러분을 매우 환영하며, 성공의 길로 인도할 유학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니다.

존 블랙(Jon Black) 
TAFE NSW 총장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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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TAFE NSW 찾기

TAFE NSW는 여러분의 원대한 꿈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본 안내서는 TAFE NSW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풍성한 정보가 담긴 TAFE NSW 유학생 
웹사이트와 함께 참고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TAFE NSW 유학생  
웹사이트 방문하기
tafensw.edu.au/international

이 웹사이트는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TAFE NSW 
유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정기적으로 확인되고 새롭게 기록됩니다.

 � 현재 등록 가능한 모든 학과 과정과 편입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

 � 유학원 연락처 정보

 � TAFE NSW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들로 연결되는 온라인 바로가기

 � 관련 문서 및 양식 링크.

QR 코드
QR 코드는 스마트 기기로 읽을 수 있는 바코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사용 방법

1. QR 리더 앱 열기.

2.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를 코드에 가져다 대면, 카메라가 
자동 초점을 맞추어 코드를 스캔하게 됩니다.

3.  선택된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웹사이트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는 기술 및 과정 후 후속교육(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을 의미합니다. TAFE NSW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을 향한 최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TAFE NSW의 교사/교수진, 시설, 학과 과정, 그리고 
TAFE NSW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세요.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기대를 
가져보세요.

 � 왜 TAFE NSW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8페이지

TAFE NSW에 대해 알아보기1

본 안내서의  
활용 방법



72019년 유학생 안내서

TAFE NSW 캠퍼스는 여러 곳에 위치하며, 각각의 
캠퍼스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각 캠퍼스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fensw.edu.au/international에서 확인하세요. 

 � TAFE NSW 캠퍼스 위치: 63페이지

TAFE NSW 캠퍼스 선택하기3

학과 과정과 해당 캠퍼스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지원하는 일만 남습니다. 지원은 공식 유학원,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지원 방법은 공식 TAFE NSW 유학원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 지원 방법: 70페이지

지원하기5

학과 과정에 지원하기 전에 본인이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비자 요건 및 자신의 영어 실력에 따라, TAFE NSW 
학과 과정에 등록하기 전 영어 시험을 치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등록: 입학 요건, 비자, 학비 및 장학금: 
64~67페이지

4 입학 요건 및 예상 비용 
확인하기

본 안내서의  
활용 방법

본 안내서의 프로파일을 참고해 자신이 염원하는 
이상적인 학과 과정을 찾아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tafensw.edu.au/international에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초급자격과정(certificate), 자격과정(diploma), 
고급자격과정(advanced diploma), 준학사(associate 
degree), 또는 학사 학위(bachelor degree)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격/학위를 선택하세요.

TAFE NSW에는 여러 영어 연수과정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학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연수과정: 14~15페이지

 � TAFE NSW 인기 과정: 16~29페이지

 � TAFE NSW 학위: 33~36페이지

 � TAFE NSW 대학 편입 과정: 38-39페이지

학과 과정 및 자격증/학위 
선택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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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TAFE NSW에서 
공부해야 할까요?

자신 있는 선택
TAFE NSW는 130년 전통의 정부 소유기관으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제공 기관입니다.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100% 안정적인 학과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공부하기
130개의 TAFE NSW 캠퍼스들이 시드니 도심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여러 지방 도시 및 소도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방식과 가장 잘 맞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각 캠퍼스마다 헌신적인 
교사/교수진과 업계 표준에 맞는 훈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AFE NSW에서는 유학생들이 집을 떠나 타국에서 학업을 하는 것이 흥미진진함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TAFE NSW는 PwC 오스트레일리아(PwC Australia), 시스코(Cisco) 등과 같은 대기업 브랜드 및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취업 및 성공적인 이력(履歷)을 쌓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배우기
TAFE NSW 교사/교수진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경험을 교육과 접목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베리 닐슨(Barry Nielsen) 박사의 경우 25
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보유한 수의사입니다. 닐슨 박사는 
이전 Animal Doctors라는 수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개업 수의사였으며, 울티모 TAFE NSW (TAFE NSW Ultimo)에서 
12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직업 전환을 
계획하는 사람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성인 학생들에게 수의간호학을 가르칩니다.

리처드 바란스키(Richard Baranski) TAFE NSW 비즈니스 
및 교육 담당 교장은 최근 윈스턴 처칠 메모리얼 트러스트 
펠로우십(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Fellowship) 
연구 지원금을 획득하였습니다. 리처드 바란스키 교장은 
이 지원금을 사용하여 전 세계를 돌며 로봇 공학을 호주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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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원 받기
현지 졸업 유학생들의 88.8%라는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이 
자신이 받은 직업훈련과정(VET) 교육 훈련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졸업하기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기업들의 96%가 TAFE NSW의 교육 
훈련 내용에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82%가 과정을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합니다. 이는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더 높이 오르기
TAFE NSW 자격증/학위는 여러분을 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며, 멋진 커리어로 가는 발판이나 TAFE NSW, 호주 또는 
해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호주 대학들은 TAFE NSW 자격증/학위를 인정하며, 대학 학위 
과정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TAFE NSW 자체 
학사 학위 또한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 호주 대학들과 편입 
관련 협력도 맺고 있습니다.

TAFE NSW의 대학 편입 프로그램은 6개 호주 대학으로의 
편입을 보장해 줍니다.

TAFE NSW 자격증/학위
TAFE NSW는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어학 학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타 초급자격과정, 
자격과정, 고급자격과정과 같은 자격증/학위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TAFE NSW 자격증/학위는 호주교육자격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에 기반합니다. AQF 자격증들은 
교육 및 연수에 대한 국가 표준을 준수하며 호주 전역에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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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  
성공을 위한 호주 최고의  
기관들과의 협력

TAFE NSW는 일류 수준의 학습 경험과 품질, 학생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TAFE NSW의 강점 중 하나는 산업계와 구축한 협력 관계로, 학생들에게 멘토링, 인턴십, 실습 배치 및 실제 커리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엔모어 디자인 센터 
(Design Centre Enmore) 
TAFE NSW의 엔모어 디자인 센터(DCE)는 시드니의 활기 
넘치고 국제적인 이너 웨스트 지역에 위치하며,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센터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과정들을 보유한 DCE는 몰입적이고 창조적인 
환경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DCE는 학생들을 최고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졸업생들의 뒤를 이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레그 나탈(Greg Natale), 그레그 나탈 디자인 
스튜디오(Greg Natale Design Studio)

 � 세바스티안 바콕지(Sebastian Barkoczy), 프리랜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 
(Fashion Design Studio)
전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 20위 안에 드는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FDS)는 그 혁신과 창조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호주 최고의 패션 디자인 학교로 손꼽힙니다.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는 호주 패션계의 ‘명사 인명사전
(Who’s Who)’에 거론되는 다음과 같은 유명인들을 
졸업생으로 배출했습니다.

 � 아키라 이소가와(Akira Isogawa)

 � 알렉스 페리(Alex Perry)

 � 니키 짐머만(Nicky Zimmermann)

 � 리사 호(Lisa Ho)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아태 지역의 최고 통합 컨벤션,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ydney, ICC Sydney)는 TAFE NSW를 공식 훈련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PwC 오스트레일리아(PwC Australia)
TAFE NSW는 PwC 오스트레일리아(PwC Australia)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와 파일럿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회사에서 흥미롭고 위풍당당하게 커리어를 창조해낼 준비를 
갖춘 잠재적 직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전문 호텔경영학 센터 
(Speciality hospitality centres)
TAFE NSW는 업계 최고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 외에도 
호텔경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호텔경영 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센터들 중 하나가 울티모에 있는  
‘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라는 인가된 직업훈련 
레스토랑입니다.

대중들에게 개방된 ‘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는 호주 
최고의 쉐프, 레스토랑 및 호텔 매니저들을 키워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연중 내내 정기적으로 초청 쉐프들을 모시고 
특별 행사들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레스토랑의 전후방 
모두에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최고의 실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드니 르 꼬르동 블루 
(Le Cordon Bleu Sydney)
시드니 르 꼬르동 블루 요리 학교(Le Cordon Bleu Sydney 
Culinary Institute)는 TAFE NSW와 협력하여 직업훈련,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스코 아카데미(CISCO Academy)
TAFE NSW와 시스코(Cisco)는 18년간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시스코 아카데미 훈련 센터
(Cisco Academy Training Centre)에서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완벽하고 끈끈한 네트워크 경험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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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과정 
찾기  
TAFE NSW에서 배우는 실무 능력들은 취업 
준비를 빠르게 갖추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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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수과정

TAFE NSW는 학생들이 선택한 직업 또는 학업 과정의 영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TAFE NSW의 영어 연수과정은 유연성 있는 학업 옵션을 제공하며, 연간 50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신규 강좌를 시작합니다. 
등록생들은 모든 캠퍼스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독해, 작문 및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자신 있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TAFE NSW의 직업 또는 학업 
과정의 입학 요건을 자동적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단독 과정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TAFE NSW의 학위, 
고급자격과정 또는 초급자격과정과 함께 패키지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TAFE NSW 영어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어학 프로그램, 초급~고급 - (2~50주, 주당 20시간) CRICOS #069146A 
   이 프로그램에는 진학 영어 과정이 포함됩니다.

시험 대비 영어 과정 - (2~50주, 주당 20시간) CRICOS #074348D

 � 캠브리지 C1 고급(CAE) - TAFE NSW 뉴캐슬(Newcastle) 캠퍼스에서만 제공

 � 캠브리지 B2 퍼스트(FCE) - TAFE NSW 뉴캐슬 캠퍼스에서만 제공 

 � 요청 시 IELTS 시험 대비 수업 가능

 � 요청 시 의료전문 영어 시험(Occupational English Test, OET)시험 연습을 위한 야간 수업 가능 – TAFE NSW 뉴캐슬 
캠퍼스에서만 제공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사우스웨일즈 전역에 위치한 8개의 TAFE NSW 영어 어학 센터 중 한 곳으로 연락하셔서, 각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수업이 자신의 영어 공부 목표에 맞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등록 당시 학생의 영어 실력 및 과정 진행 동안의 학생의 성취도, 그리고 수료 후 진학을 
원하는 학과의 입학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정 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 NSW의 영어 
연수과정은 유연성 있는 
학업 옵션을 제공하며, 
연간 50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신규 강좌를 
시작합니다.

TAFE NSW 영어 어학 센터

시드니 센터: 울티모(Ultimo), 리버풀(Liverpool), 
메도우뱅크(Meadowbank)

시드니 및 지역 센터: 울티모(Ultimo), 리버풀(Liverpool), 
메도우뱅크(Meadowbank), 뉴캐슬(Newcastle) 및 
킹스클리프(Kingscliff)

지역 센터: 뉴캐슬(Newcastle)

지역 센터: 뉴캐슬(Newcastle)

영어 어학 지역 센터:
포트 맥쿼리(Port Macquarie), 콥스 하버
(Coffs Harbour), 울릉공(Woll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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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번호/국가 코드 강좌명 기간 학위 수준 학비*

069146A
영어 어학 프로그램(초급~고급) 최대 50주 TAFE 수료증 주당 $320

진학 영어 포함 최대 50주 TAFE 수료증 주당 $320

074348D 시험 대비 영어             최대 50주 TAFE 수료증 주당 $320

안내: 캠퍼스마다 모든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TAFE NSW 영어 어학 센터에 연락하셔서 어떤 과정이 어느 캠퍼스에서 제공되는지 알아보세요.

일반적인 한 주의 영어 수업 
최고의 학습 성과는 다양한 학습 방법들의 융합에서 
얻어집니다. 따라서, TAFE NSW의 대표적인 주간 영어 수업은 
독해, 작문, 청취 및 그룹 토론 참여 및 대화로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매주 20시간씩 다양한 방법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와 영감을 원하신다면 
링크에서 전체 학과 과정을 확인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다음 페이지부터 소개되는 과정들에 자신의 희망 
학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tafensw.edu.au/international 사이트를 
방문하여 TAFE NSW에서 제공하는 전체 학과 과정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소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취득한 자격에 따라 가능한 커리어 옵션. 
홈페이지에 있는 자세한 학과 과정 정보를 
참조하셔서, 특정 자격이 어떤 직업과 연결되는지 
알아보세요.

 � 제공되는 자격증/학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기재된 학비 범위는 TAFE NSW 모든 캠퍼스의 
과정 분야 수강료와 모든 레벨의 자격증/학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TAFE NSW의  
인기 과정

이미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나, 혹은 
자신에게 맞는 장래 희망을 찾고 있는 학생들 모두 이곳 
TAFE NSW에서 탐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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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노인복지학
개인 간호(노령자)

숫자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회계학을 공부하여 매우 바람직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은행 및 회계는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다면, 이 흥미진진한 산업의 일원이 

되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회계 기획 책임자

 � 회계 관리자

 � 보조 회계사

 � 사업 활동 보고서(BAS) 
대행인

 � 금융 애널리스트

 � 대출 관리사

 � 보험 상담사

 � 세무 상담사

 � 경리

 � 사무관리자

 � 신용카드 서비스 담당자

 � 급여 관리자

 � 선임 회계 사무원

 � 회계 사무원

유의 사항:

호주에서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호주 전문 회계 협회들 중 한 곳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자격 사항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 호주 공인 현행 회계사(CPA Australia)

 � 호주 공인 회계사 협회(ICAA)

 � 공인 회계사 협회(IPA).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사 학위
학기당 AUD $7,36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7,230 - 
$9,940

학사 학위

 � 응용 상업 학사 – (회계학)

 � 응용 상업 학사 – (금융 기획)

고급자격과정

 � 회계학

자격과정

 � 회계학

 � 금융 기획

4급 초급자격과정

 � 회계학
학업 기간:
0.5 – 3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성적이신가요? 노인 및 장애인 간병인들은 

요양 시설, 병원 또는 간병 대상인의 자택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노령자들을 돌보는 방법을 실질 실무 연수 및 현장 모의 실습을 통해 배우고, 

날로 성장하는 이 분야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잡아 보세요.

커리어 기회

 � 개인 간병인

 � 간병 보조인

 � 간호 조무사

 � 케어 관리자

 � 양로원 지원 종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7,940 - 
$12,070

4급 초급자격과정

 � 노령자 지원

3급 초급자격과정

 � 개인 간호(노령자)
학업 기간:
0.5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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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 이론과 설계 도면 작성 기술을 모두 배우게 되는 건축학은 학생들에게 

개발 및 건축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최신 친환경 

건축 및 건설 이론을 배우고, 실무 도면 작성, 스케치 및 CAD 모델링 기술도 

습득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설계 도면 제도사

 � CAD 기술자

 � 건축 정보 모델러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7,233 - 
$7,234

자격과정

 � 건축 디자인

학업 기간:
1 - 2년

동물관리학

진심으로 동물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이 과정은 애완 동물에서 야생 동물까지 

모든 상황에서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다루고, 훈련시키고, 돌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실무 연수와 현장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학업 기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며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커리어 기회

 � 동물 관리사

 � 동물 관리 산업 종사자 

 � 수의 간호사

 � 야생 동물 관리사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5,905 - 
$8,670

4급 초급자격과정

 � 수의 간호학

3급 초급자격과정

 � 포획 동물 관리
학업 기간:
0.5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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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의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했고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커리어 카운셀링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커뮤니티에서도 외국 유학생들을 잘 지원해 줍니다.”

건설학

건설학 과정은 학생들이 익힌 기술들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 정부 및 하청업체와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구조, 건축 또는 공학 서비스 

분야의 커리어를 준비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선임 토목공사 설계자

 � 보조 설계자

 � 건축 제도사

 � 건축 기술자

 � 건축 정보 모델링 전문가

 � 공인 건축 설계자

 � 지도 제작사

 � CAD 운영자

 � 목수

 � 중층 건축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

 � 도시 계획 담당관

 � 도시 계획 측량사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8,430 - 
$10,370

자격과정

 � 건설(건축)

 � 측량

4급 초급자격과정

 � 건설(건축)

 � 측량

3급 초급자격과정

 � 목공

 � 벽돌 조적/블록 조적

 � 측량 및 공간 정보 서비스

 � 벽 및 바닥 타일

 � 페인트 및 장식

학업 기간:
0.5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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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호주 및 전 세계 어디서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직원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습니다.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이의 성장, 학습 

그리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현장 훈련에 주된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과 과정 중에 유아 교육 및 케어 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전일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교사 
또는 원장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통합 담당관

 � 조기 치료 서비스 담당관

 � 전문 보육 직원

 � 서비스/센터 관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경영관리학

비즈니스, 관리 및 경영 능력은 광범위한 분야와 산업 전반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경험, 마케팅 지식, 그리고 관계 형성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 환경에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보세요.

커리어 기회

 � 고객 관리 담당자

 � 고객 서비스 및 관리

 � 홍보 담당관

 � 정보 담당관

 � 광고 담당관

 � 운영 관리자

 � 사무 관리자

 � 수출입 관리자

 � 통상 관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사 학위
학기당 AUD $7,36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6,030 - 
$9,310

학사 학위

 � 경영 학사

고급자격과정

 � 리더십과 경영관리

 � 비즈니스

자격과정

 � 비즈니스

 � 경영

 � 리더십과 경영관리

 � 국제 비즈니스

4급 초급자격과정

 � 국제 무역

 � 경영

 � 소기업 관리

 � 리더십과 경영관리

3급 초급자격과정

 � 경영

학업 기간:
0.5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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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학기당 AUD $6,54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7,005 - 
$7,910

학사 학위

 � 유아교육 및 보육(신생아~5세)

자격과정

 � 유아교육 및 보육

3급 초급자격과정

 � 유아교육 및 보육
학업 기간:
0.5 - 4년



사회봉사학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회봉사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정신 건강 분야 업무, 거주 간호 지원 방법 등을 습득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선임 사회복지 상담원

 � 커뮤니티 서비스 종사자

 � 커뮤니티 지원 종사자

 � 가정폭력 담당관

 � 구제 담당관

 � 복지 지원 담당관

 � 간병인

 � 개인 간병 종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5,780 - 
$6,480

자격과정

 � 지역사회 봉사

 � 청소년 지원 

4급 초급자격과정

 � 지역사회 봉사

학업 기간:
1년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저는 인도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호주에 

왔습니다. TAFE NSW의 강력한 산업 연계와 

현직 산업 종사자들인 교사/교수진의 

수준이야말로 제가 TAFE NSW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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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학

디자인학

실제 치과 환경에서 학습하고, 보건 산업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으세요.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들과 강사들이 이 분야의 최신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최고의 교사/교수진들로부터 치과 조무사 및 치과 기공사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치과 기공사

 � 치과 조무사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6,025 - 
$10,033

자격과정

 � 치기공

4급 초급자격과정

 � 치과 보조
학업 기간:
1 - 2년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상품 디자인, 보석, 가구 및 디자인의 기초에 

대한 전문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심도 

있는 이해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적인 시설에서 작업하며,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고, 디자인 업계의 숙련된 전문가들로부터 공부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인테리어 디자이너

 � 컬러 컨설턴트

 � 일러스트레이터(기술, 책, 만화/그래픽 
노블, 과학, 패션, 스케치 예술가)

 � 신문/잡지/평론 일러스트레이터

 � 실내 장식가

 � 만화가

 �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 애니메이터

 � 그래픽 디자이너

 � 고급 가구 제작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사 학위

학기당 AUD $9,80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5,350 – 
$13,760

학사 학위

 �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고급자격과정

 � 인테리어 디자인

 � 그래픽 디자인

 � 산업 디자인

자격과정

 � 그래픽 디자인

 �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장식

 � 산업 디자인

4급 초급자격과정

 � 디자인

 � 디자인(다학제)

 � 디자인(산업 디자인)

 �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기초)

 � 디자인(그래픽 디자인)

3급 초급자격과정

 � 디자인 기초

 � 디자인 기초(패션)

학업 기간:
0.5 - 3년

유의 사항:
디자인 과정에 입학하려면 포트폴리오, 디자인 또는 서면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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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학 과정을 통해 그 호기심을 직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설비들을 

직접 작동해 보며 기술 경력을 쌓는 한편, 직업상 두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진단 및 제도 능력을 키워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공학 기술자

 � 공학 기술자

 � 제도 담당자, 디자이너, 기술 자문관

 � 토목공사 설계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준학사

학기당 AUD $8,60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5,490 – 
$11,770

준학사

 � 응용 공학(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고급자격과정

 � 토목 건축 설계

 � 기계 공학

 � 공학 기술 – 전기

 � 공학 기술 - 전자

자격과정

 � 토목 건축 설계

 �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공학

 � 공학 – 기술

학업 기간:
0.5 - 3년

디지털 미디어학

장편 극영화, TV 또는 디지털 게임 제작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희 디지털 

미디어 과정은 실무적이며 산업 중심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캐릭터 디자인, 

3D 만화영화 제작, 사전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반 영상 및 미디어 과정은 3급 초급자격과정에서부터 전문화된 

고급 학위까지 제공됩니다.

커리어 기회

 � 3D: 애니메이터, 조명 아티스트, 모델러, 
프로그래머, 랜더러, 텍스쳐 아티스트 

 � 아트 디렉터

 � 캐릭터 디자이너

 � 컴포지터

 � 디지털 매트 페인터

 � 게임 디자이너

 � 제작 디자이너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사 학위

학기당 AUD $10,60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6,750 - 
$12,170

학사 학위

 � 3D 아트 및 애니메이션

자격과정

 � 스크린 및 미디어

3급 초급자격과정

 � 스크린 및 미디어

4급 초급자격과정

 � 스크린 및 미디어

학업 기간:
0.5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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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학

호텔경영학

유기농 생산, 조경, 관개, 화초 디자인, 적정한 비료 사용법, 그리고 식물과 

토양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 보세요. 이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고, 컴퓨터 

보조 설계에서 기계 정비까지 장차 직업에 사용되는 여러 기술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원예 보조사

 � 플로리스트

 � 원예가

 � 공원 및 정원 관리사

 � 조경 설계사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5,500 - 
$6,150

자격과정

 � 원예

 � 조경 설계

3급 초급자격과정

 � 원예

 � 화훼 장식

학업 기간:
1 - 2년

여러분의 창의력, 조직력, 대인 관계 능력을 보람 있고 흥미진진한 외식업 

커리어로 전환시켜 보세요. 호텔경영학 자격/학위는 조리, 호텔경영관리 및 

식품 서비스 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학위 

과정들과 학점 옵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직업 분야에서 

전문 교육 훈련을 받고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총주방장 및 조리장

 � 조식 조리사, 즉석 요리 전문 요리사 
또는 패스트 푸드 조리사 

 � 바 직원, 바리스타, 프론트 데스크 
담당자, 게임 어텐던트, 객실 관리 직원, 
웨이터 또는 와인 웨이터

 � 전문 요리사

 � 파티세리 조리사

 � 공립 또는 사립 병원의 식이요법 보조원 
또는 영양사 보조원

 � 제빵사

 � 컨시어지

 � 식음료 관리자

 � 케이터링 직원

 � 주방 관리자

 � 레스토랑 관리자

 � 패스트리 셰프/관리자

 � 식음료 관리자

 � 카페 및 소규모 레스토랑 소유주

 � 모텔 소유주 또는 관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4,270 - 
$12,910

고급자격과정

 � 호텔경영관리

 � 호텔경영(상업요리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 호텔경영(상업요리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자격과정

 � 호텔경영관리(상업요리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 호텔경영관리(상업요리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 호텔경영관리

 � 호텔경영관리(파티세리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4급 초급자격과정

 � 호텔경영관리

 � 상업요리

 � 파티세리

 � 지원 보건 보조(영양 및 식이요법)

3급 초급자격과정

 � 상업 요리

 � 파티세리

 � 호텔경영관리

 � 소매 제빵(통합)

학업 기간:
0.5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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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과 교수들이 매우 친절하고 협조적이며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직원과 교수들은 언제라도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제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TAFE NSW의 최대 장점은 

제가 배운 실무 능력입니다. 저는 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바로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관리학

인사관리 분야 자격/학위는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을 요하는 직위에 유용하며, 

컨설턴트로 또는 사내 해당 팀의 일원으로 인사 부서에서 근무할 자격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멘토가 되는 법, 직장 내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 및 일터 안전 수칙을 시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커리어 기회

 � 인사관리 책임을 가진 일선 
관리자/직원

 � 인사 관리자

 � 인사 담당관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6,620 - 
$8,030

고급자격과정

 � 경영(인사관리)

자격과정

 � 인사관리 경영

4급 초급자격과정

 � 인사관리

학업 기간:
0.5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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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학

정보 기술 분야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들이 있으며, 해당 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과정과 진로가 있습니다. IT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고, 최신 도구와 장비들을 직접 경험해 보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커리어 기회

 � 선임 네트워크 관리자

 � 정보 시스템 관리자

 � IT 보안 전문가

네트워크:

 � e-비즈니스 코디네이터

 � 공학자

 � 운영 분석가

 � 보안 관리자

 � 보안 자문관

 �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

 � 접속 서비스 담당관

 � 앱 설계자

시스템:

 � 관리자

 � 분석가

 � 설계자

 � 개발자

 � 매니저

 � 고객 지원 전문가

 � 디지털 미디어 디자이너

 � ICT 보안 전문가

 � 정보 기술 관리자

 � IT 관리자/코디네이터

웹:

 � 관리자

 � 개발자

 � 서비스 제공 관리자

 � 방화벽 엔지니어

 � 침입 탐지 분석가

 � 2D 또는 3D 애니메이터

 � PC 또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사 학위

학기당 AUD $9,720

직업교육 과정

학기당 AUD $4,835 - 
$13,350

학사 학위

 � 정보 기술(네트워크 보안)

 � 고급자격과정

 � 정보 기술(네트워크 보안)

자격과정

 � 정보 기술 

 � 웹사이트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 정보 기술 네트워킹 

 � 정보 기술 시스템 관리

 � 디지털 및 인터랙티브 게임(프로그래밍)

4급 초급자격과정

 � 웹 기반 기술

 � 디지털 및 인터랙티브 게임(프로그래밍)

 �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게임(아트)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인터랙티브 미디어)

 � 프로그래밍

 � 정보 기술 네트워킹 

 � 웹 기반 기술

 � 정보 기술

 � 정보 기술 지원(데이터베이스) 

 � 정보 기술 지원(서비스 데스크)

3급 초급자격과정

 � 정보,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네트워크 관리)

 � 정보,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웹 기술)

학업 기간:
0.5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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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진들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매우 

고취시켜 주었으며, 항상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명확하게 구성된 학과 

과정으로 인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학

스스로가 창의적이며, 진취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격/학위는 역동적인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합니다. 업계 전문가 밑에서 배우고, 마케팅 이론을 익히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한편 커리어를 시작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어카운트 책임자, 관리자 또는 
코디네이터

 � 카피라이터

 � 미디어 바이어

 � 시장 조사 보조원

 � 광고 크리에이티브 감독

 � 직접 마케팅 관리자

 � 마케팅 이사 또는 관리자

 � PR 관리자 

 � 고객 서비스 책임자

 � 마케팅 전략가

 � 어카운트 기획 관리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6,680 - 
$13,220

고급자격과정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급자격과정

자격과정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격과정

4급 초급자격과정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학업 기간:
0.5 - 1.5년



음악학

간호학

연주자, 사운드 엔지니어 또는 해당 업계 중역 등 장래 희망이 무엇이든지, 음악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현직 연주자, 아티스트 및 해당 산업 관련 교사/교수진들로부터 

배우면서, 진짜 스튜디오와 오디오 스위트에서 현대 장비들을 사용해 공부해 

보세요. 

커리어 기회

 � 아티스트 매니저, 예약 
대리인, 음악 마케팅 및 홍보 
담당관

 � 사운드 엔지니어 또는 
사운드 디자이너 보조

 � 오디오비주얼 오퍼레이터

 � 작곡가, 연주자 또는 가수

 � 감독, 편곡가, 음악학자

 � 레이블 매니저 또는 
라이선스 매니저

 � 라이브 사운드 보조

 � 밴드 보조 또는 아티스트 
매니저 보조

 � 머천다이저

 � 음악 홍보 전문가

 � 음악/아티스트 매니저

 � 연주가

 � 사운드 믹서/기술자

 � 캐주얼 기술자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6,870 - 
$11,220

고급자격과정

 � 음악 산업(공연)

자격과정

 � 음악 산업(음향 제작)

 � 음악 산업(음악 비즈니스)

 � 음악 산업(공연)

3급 초급자격과정

 � 음악 산업(음악 비즈니스)

 � 음악 산업(공연)

 � 음악 산업(음향 제작)

학업 기간:
0.5 - 1.5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간호를 직업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간호학 과정은 학생들에게 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실질 기술과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TAFE NSW는 최고 

간호학 자격과정을 제공하며, 보다 심화된 학습을 위한 대학 편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공립 및 사립 급성 치료 시설의 간호 
보조

 � 말기 환자 및 요양 시설의 간호 보조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7,810 - 
$9,890

자격과정

 � 간호 

3급 초급자격과정

 � 보건 서비스 보조(급성 치료 간호 보조)
학업 기간:
0.5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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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정
TAFE NSW에는 이 밖에도 훨씬 다양한 학과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afensw.edu.au/international을 참조하세요.

기타 과정 예시

 � 농업(농촌)학

 � 응용 과학

 � 뷰티 서비스

 � 환경 경영

 � 환경 검사

 � 승마(말)학

 � 패션 디자인

관광 이벤트학

관광, 여행 및 이벤트 경영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직업적으로 정말 다양한 

곳을 다니게 됩니다. 학과 과정에서 공부하며 쌓은 지식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가이드가 되고, 또는 국제 관광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기회

 � 투어 관리자/책임자

 � 이벤트 관리자

 � 문화 관광 운영 관리자

 � 책임자(소규모 관광 비즈니스 
소유/운영)

 � 홍보 담당관

 � 예약 판매 및 콜센터 관리자

 � 판매 코디네이터/집행자

 � 선임 또는 관리자급 소매 
여행 컨설턴트

학비 범위 자격증/학위

학기당 AUD $5,505 - 
$8,500

고급자격과정

 � 여행 및 관광 경영

 � 이벤트 경영

자격과정

 � 여행 및 관광 경영

 � 이벤트 경영

 � 이벤트(이벤트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4급 초급자격과정

 � 가이드

 � 여행 및 관광

3급 초급자격과정

 � 이벤트

 � 여행

 � 관광

 � 항공(승무원)

학업 기간:
0.5 - 1.5년

 � 순수 미술(繪畫)

 � 미용

 � 보건 서비스

 � 통역

 � 해양 공학 및 해양 운영

 � 마사지 요법

 � 안경 광학

 � 사진 영상

 � 부동산 서비스

 � 스포츠 및 체력관리

 � 텔레커뮤니케이션

 � 대학 준비 및 일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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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학위 
TAFE NSW는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졸업생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TAFE NSW의 학위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들이 현재 고안중에 
있습니다.



TAFE NSW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 관련성 있는 최신의 내용을 담기 위해 업계 자문을 
통해 학위 프로그램 개발

 � 업계 인턴십과 업무 경험 기회 제공

 � 실무 기술에 중점을 둔 학과 과정

 �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강의실

 � 따뜻하고 친절한 직원들

 � 실용적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

TAFE NSW 학위는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TAFE NSW가 제공하는 것

각 TAFE NSW 학위가 제공하는 것:
 � 학계 전문가가 제공하는 교육 훈련

 � 이론 및 실무 기술

 �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습 환경

 � 산업 인정 자격

학업 후 실무 연수
TAFE NSW 학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업 후 취업계열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 Post Study Work Stream)’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omeaffairs.gov.au/Trav/Stud/Post#

호주 내 취업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joboutlook.gov.au

커리어 옵션들과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 NSW는 여러 캠퍼스들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강사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응용 학습은 학생들이 강의와 교과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무 통합적 교육 방식은 
유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실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자료: 2016~2017년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 학습 및 교육 
품질 지표(QILT)

전반적인 만족도 85.4% 

78.8% 

82.2%

68.0%

교육 척도

(82.3% ~ 88.4%)응답자 198명

(75.2% ~ 82.3%)응답자 198명

TAFE NSW 전국 평균

84.3% 

84.1%

기술 척도
(81.2% ~ 87.5%)응답자 198명

선도적인 교육의 TAFE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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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학위  
인기 편입 과정

3D 아트 및 애니메이션 학사

학위 제공 내역:

 � 집중적인 산업 관련 교육 경험, 국내 
및 국제 3D 및 시각 효과 제작 실습 
영역 탐구

 � 제작 공정 전반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3D 및 시각 효과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증진

 � 3년 전문 과정

선택 가능한 이력:

 � 3D 애니메이터, 조명 아티스트, 모델러, 
프로그래머, 랜더러, 리거 텍스처 
아티스트

 � 아트 디렉터

 � 캐릭터 또는 제작 디자이너

 � 컨셉 또는 사전 시각화 아티스트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63,600

과정 코드: 20520 
CRICOS 코드: 075731M

응용 상업 학사

학위 제공 내역:

 � 두 개의 주요 전문 과정 – 금융 설계 
및 회계. 학생들은 두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음.

 � 3학년에 실시되는 현장 산업 연수를 
통해 실제 직장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얻고 귀중한 업계 인맥을 쌓을 수 
있음

선택 가능한 이력:

 � 회계사(일반)

 � 외부 감사

 � 경영 회계사

 � 세무 회계사

 � 재무 관리자

 � 기업 재무 담당자

 � 금융 설계사

 � 준 설계사

 � 투자 자문

 � 고객 관리 담당자

 � 비즈니스 투자 분석가

 � 금융 분석가 

 � 기관 은행 분석가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44,160

과정 코드: HE20531  
                                     HE20532

CRICOS 코드: 094909K

비즈니스 학사

학위 제공 내역:

 �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 

 � 팀워크 및 리더십 기술

 � 업무 기반 실습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선택 가능한 이력:

 � 회계 및 금융, 경영 또는 마케팅

 � 자영업 시작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44,160

과정 코드: HE20514 
CRICOS 코드: 092518G

TAFE NSW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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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학사(인테리어 디자인)

학위 제공 내역:

 � 수준 높은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연수 교육

 � 인테리어 디자인 인턴십

 � 다학제적 접근 방식  

TAFE NSW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레이션 
자격과정 수료 후 입학 보장

선택 가능한 이력:

 � 인테리어 디자인 및 건축 실무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 자영업 디자인 컨설턴트

 �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자

 � 디자인 관리자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58,800

과정 코드: 20501 
CRICOS 코드: 071917M

정보 기술 학사(네트워크 보안)

학위 제공 내역:

 � 현행 사이버 범죄 사례 연구를 
통합시킨 실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환경

 � 학생들에게 업계 공인 인증 시험을 
치를 기회 제공(CISCO, CCNA, CCNP 등)

선택 가능한 이력:

 � 네트워크/인터넷 보안 전문가

 � 사이버 보안 분석가

 � 침입 탐지 분석가

 �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 네트워크 감시 엔지니어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58,320

과정 코드: 20524 
CRICOS 코드: 075370J

유아 교육 학사(신생아~5세)

학위 제공 내역:

 � 다학제적 접근 방식

TAFE NSW 유아교육 자격과정 수료 후 입학 
보장 

선택 가능한 이력:

 � 전일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및 가족 
통합 서비스 및 조기 치료 서비스의 
유아 교육 교사

학업 기간: 4년

총 등록금: AUD $52,320

과정 코드: 20510 
CRICOS 코드: 075653J

패션 디자인 학사

학위 제공 내역:

 � 업계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수업

 � 이론 및 창작 디자인 실무에 대한 
포괄적인 학습

 � 소규모, 스튜디오 기반 수업

선택 가능한 이력:

 � 패션 디자이너

 � 패션 매니저

 � 패션 머천다이저

 � 패션 바이어

 � 패선 스타일리스트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63,600

과정 코드: 20506 
CRICOS 코드: 084563C

부동산 감정 학사

학위 제공 내역:

 � 부동산 감정 기술 및 절차에 대한 
개요

 � 업계 전문가와의 상호 활동

 � 실무 학습 경험을 강화시키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견학 

본 과정 졸업생들은 호주 부동산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인 감정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이력:

 � 공인 감정사
학업 기간: 3년

총 등록금: AUD $45,000

과정 코드: 20507 
CRICOS 코드: 0892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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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공학 준학사(재생 에너지 기술)

학위 제공 내역:

 �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솔루션을 설계, 
개발, 관리 및 보수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들

 � 다양한 범위의 기술 교육

 � 전기 또는 기계/토목 공학 중 한 가지 
전공

선택 가능한 이력:

 � 청정 에너지 산업은 향후 10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졸업생들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실행 가능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 기간: 2년

총 등록금: AUD $34,400

과정 코드: 20502 
CRICOS 코드: 081723E

관련 자격과정 및 고급자격과정과 TAFE NSW의 학사 학위 과정 간의 연계 편입 과정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29페이지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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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학위 편입 과정

학위 편입 과정의 이점:

TAFE NSW 학위 편입 과정

 � 학위 하나를 수료하는 데 걸리는 것과 동일한 기간에 두 개의 공인 자격증 취득

 � 학위 취득과 함께 실무적인 직업 중심의 기술 제공

 � 소규모 수업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교수 및 학생 지원 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음

 � 학위 취득에 드는 총 비용 절약 가능

과정 번호/ 
국가 코드

과정명 기관 학위 프로그램 대략적인 학업 기간

응용 상업

HE20515 응용 상업 자격과정(1년) TAFE NSW
응용 상업 학사(회계 

및/또는 금융 기획)
3 - 3.5년

유아교육

25281
CHC50113

유아교육 및 보육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과정(1.5년)

TAFE NSW
유아교육 및 보육 학사 

(신생아~5세)
4 - 4.5년

디자인

MSF50213

디자인 4급 초급자격과정  

(인테리어 디자인 기초) 또는 

디자인 기초 3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레이션 자격과정(1.5 - 2년)

TAFE NSW
디자인 학사(인테리어 

디자인)
4 - 4.5년

정보 기술

R10333
ICT50415

정보 기술(네트워킹)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정보 기술 

(네트워킹) 자격과정

TAFE NSW
정보 기술(네트워크 

보안) 학사
3.5년



대학 협력기관

TAFE NSW는 호주 유명 대학들과 교육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협정으로 인해 TAFE NSW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해당 대학으로의 편입이 보장됩니다.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109J

newcastle.edu.au/international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099F

uts.edu.au/future-students/international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004G 

acu.edu.au/international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005F

csu.edu.au/international

CRICOS 제공기관 코드: 01241G

scu.edu.au/international

CRICOS 제공기관 코드: 00212K

canberra.edu.au/future-students/
international-students

일류 산업인들과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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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번호/
국가 코드

과정명 기관 학위 프로그램 대략적인 학업 기간

회계

R11362/P11362
FNS50215

회계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회계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년

상업 학사(회계) 3 – 3.5년

서던 크로스 대학교(SCU) 비즈니스 학사(회계) 3년

비즈니스

R17805
BSB50215

비즈니스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비즈니스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년

서던 크로스 대학교(SCU) 호텔 경영 학사 3년

이벤트 관리

RS11585
SIT50316

이벤트 자격과정은 이벤트 3급 

초급자격과정(1년)과 동시 등록이 

포함됩니다. 서던 크로스 대학교(SCU)

컨벤션 및 이벤트 관리 

비즈니스 학사
3년

컨벤션 및 이벤트 관리 

비즈니스 학사
3.5년SS12168

SIT50416
호텔 관광 및 이벤트 자격과정

(1.5년)

호텔경영관리

RN12168
SIT50416

호텔경영관리 자격과정(1년) 서던 크로스 대학교(SCU)
호텔 경영 비즈니스 

학사
3년

대학 학위 편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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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계: TAFE NSW의 대학 편입 관련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출처: credittransfer.tafensw.edu.au/). 포함된 세부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은 학비, 캠퍼스 위치, 입학 시기 및 전체 학위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위 
구성 요소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련 대학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번호/ 
국가 코드

과정명 기관 학위 프로그램 대략적인 학업 기간

인사 관리

R11063
BSB50615

인사 관리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인사 관리 경영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년

국제 비즈니스

R17858
BSB50815

국제 무역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국제 비즈니스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 - 3.5년

경영

R17831
BSB51915

리더십 경영관리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리더십 및 

경영관리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R17856A
BSB5241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격과정(1년)

호주 카톨릭 대학교(ACU) 경영학 학사 3년

간호학

HLT54115 간호학 자격과정(1.5년) 시드니 기술 대학교(UTS) 간호학 학사 3.5년

TAFE NSW 과정의 
성공적인 수료는 
대학 입학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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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회계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10722 | CRICOS 코드: 076744J | 국가 코드: FNS40615

0.5년 $7,230

2월
쉘하버

울티모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릉공

회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P11362 | CRICOS 코드: 088360D | 국가 코드: FNS50215

0.5년 $7,950

7월 쉘하버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회계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P11379 | CRICOS 코드: 088371A | 국가 코드: FNS60215  
입학요건: 회계 자격과정(P11362) 

0.5년 $9,940 2월, 7월 메도우뱅크

금융 기획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735 | CRICOS 코드: 086452E | 국가 코드: FNS50615 0.5년 $9,300 2월, 7월 메도우뱅크

응용 상업 – 자격과정 
과정 코드: HE20515 | CRICOS 코드: 094910F | 국가 코드: NOCODE 1년 $18,000

2월 메도우뱅크

2월, 7월
그랜빌

울티모

응용 상업 – 회계 전공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HE20532 | CRICOS 코드: 094909K | 국가 코드: NOCODE 3년 $44,160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세인트 조지

울티모

응용 상업 – 금융 기획 전공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HE20531 | CRICOS 코드: 094909K | 국가 코드: NOCODE 3년 $44,160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세인트 조지

울티모

노인복지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개인 간호(노령자)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433 | CRICOS 코드: 090190K | 국가 코드: CHC33015 0.5년 $7,940 2월, 7월

뱅스타운

캐슬 힐

글렌데일

그리피스

킹스우드

메도우뱅크

뉴캐슬

노던 비치스

포트 맥쿼리

쉘하버

울티모

울릉공

노인 지원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8168 | CRICOS 코드: 090192G | 국가 코드: CHC43015 0.5년 $12,070 2월, 7월

뱅스타운

킹스우드

울티모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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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리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포획 동물 관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CM30317 | CRICOS 코드: 097372C | 국가 코드: ACM30317 0.5년 $8,670 2월, 7월 울티모

포획 동물 관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CM30317S | CRICOS 코드: 097372C | 국가 코드: ACM30317 1년 $8,670

7월 울릉바

2월, 7월
킹스클리프

리치몬드

수의 간호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1680 | CRICOS 코드: 081100C | 국가 코드: ACM40412 1년 $11,810

7월 킹스클리프

2월
스콘

울티모

2월, 7월
쿠리 쿠리

리치몬드

농업(농촌)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농업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30116 | CRICOS 코드: 095303K | 국가 코드: AHC30116 1년 $10,710 2월, 7월 울릉바

농업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40116 | CRICOS 코드: 094573G | 국가 코드: AHC40116 1년 $11,820 2월

프라이머리 인더스트리즈 

센터, 와가 와가

농업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0116S | CRICOS 코드: 093761M | 국가 코드: AHC50116 1년 $13,620 2월

프라이머리 인더스트리즈 

센터, 와가 와가

유기농 농업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1816 | CRICOS 코드: 095305G | 국가 코드: AHC51816 1년 $15,590 2월

내셔널 인바이론먼트 센터, 

써구나

친환경 영속농업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42116 | CRICOS 코드: 094304F | 국가 코드: AHC42116 1년 $14,660 2월

내셔널 인바이론먼트 센터, 

써구나

친환경 영속 농업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2116 | CRICOS 코드: 094305E | 국가 코드: AHC52116 
입학 요건: 친환경 영속농업 4급 초급자격과정(AHC42116)

1년 $15,990 2월
내셔널 인바이론먼트 센터, 

써구나

응용 과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실험 기술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19412 | CRICOS 코드: 090896J | 국가 코드: MSL40116 0.5년 $15,340 2월, 7월 그랜빌

실험 기술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9412 | CRICOS 코드: 090896J | 국가 코드: MSL40116 1년 $15,340 2월, 7월 울티모

실험 기술(식품 검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9418 | CRICOS 코드: 090900G | 국가 코드: MSL50116 1.5년 $26,080 2월, 7월 울티모

실험 기술(병리 검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9419 | CRICOS 코드: 090900G | 국가 코드: MSL50116 1.5년 $26,080 2월, 7월

그랜빌

울티모

건축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건축 설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PP50911 | CRICOS 코드: 079001B | 국가 코드: CPP50911 1.5년 $21,700 2월, 7월 울티모

건축 설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10771 | CRICOS 코드: 079001B | 국가 코드: CPP50911 2년 $28,933

2월

그랜빌

혼스비

울릉공

2월, 7월 니림바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44 2019년 유학생 안내서

미용 서비스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미용 서비스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8932 | CRICOS 코드: 090508D | 국가 코드: SHB30115 0.5년 $7,760 2월, 7월

마운트 드루이트

뉴캐슬

미용 치료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N18934 | CRICOS 코드: 089070F | 국가 코드: SHB50115 1년 $16,560

2월 마운트 드루이트

2월, 7월

리버풀

포트 맥쿼리

울티모

울릉바

영상 미디어(전문 메이크업 서비스)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1015SM | CRICOS 코드: 093210J | 국가 코드: CUA51015 1년 $14,830 2월, 7월 울티모

자동차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건축/농업 중장비(Mobile Plant) 정비 기술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UR31216 | CRICOS 코드: 093769C | 국가 코드: AUR31216 1.5년 $19,530 2월 쿠리 쿠리

건설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벽돌 조적/블록 조적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0210 | CRICOS 코드: 076741A | 국가 코드: CPC30111 1년 $15,86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그랜빌

니림바

목공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0211 | CRICOS 코드: 075832F | 국가 코드: CPC30211 1년 $16,860 2월, 7월

킹스클리프

니림바

세인트 레오나르드

페인팅 및 장식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0215 | CRICOS 코드: 079497F | 국가 코드: CPC30611 1년 $15,210 2월, 7월 그랜빌

벽 및 바닥 타일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10222 | CRICOS 코드: 076742M | 국가 코드: CPC31311 1년 $15,980 2월, 7월 맥쿼리 필즈

건설(건축)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9734 | CRICOS 코드: 072914F | 국가 코드: CPC40110 1년 $14,250

2월 그랜빌

2월, 7월

킹스클리프

니림바

노던 비치스

울티모

건설(건축) – 자격과정 
과정 코드: S19735 | CRICOS 코드: 072913G | 국가 코드: CPC50210  
입학 요건: 건설(건축) 4급 초급자격과정(19734)

1년 $20,740

2월 그랜빌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452019년 유학생 안내서

경영관리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비즈니스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740 | CRICOS 코드: 089581E | 국가 코드: BSB40215 0.5년 $6,030

2월 리버풀

2월, 4월,  
7월, 9월

울티모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뉴캐슬

비즈니스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05 | CRICOS 코드: 087148E | 국가 코드: BSB50215 
입학 요건: 비즈니스 4급 초급자격과정(R11740)

0.5년 $6,820

2월 리버풀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뉴캐슬

울티모

비즈니스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06 | CRICOS 코드: 087460G | 국가 코드: BSB60215 
입학요건: 비즈니스 자격과정(R17805)

0.5년 $7,740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뉴캐슬

울티모

비즈니스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HE20514 | CRICOS 코드: 092518G | 국가 코드: NOCODE 3년 $44,160 2월, 7월

그랜빌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경영학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735 | CRICOS 코드: 092101M | 국가 코드: BSB30415 0.5년 $6,220

2월
베가

리버풀

2월, 7월

블랙타운

콥스 하버

그랜빌

포트 맥쿼리

울티모

경영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08 | CRICOS 코드: 089580F | 국가 코드: BSB40515 0.5년 $6,380

2월
리버풀

울릉공

2월, 7월

베가

블랙타운

킹스클리프

뉴캐슬

울티모

경영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09 | CRICOS 코드: 087285G | 국가 코드: BSB50415 
입학 요건: 경영학 4급 초급자격과정(R17808)

0.5년 $7,010

2월 리버풀

2월, 7월
블랙타운

울티모

국제 무역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95 | CRICOS 코드: 092098A | 국가 코드: BSB41115 0.5년 $5,980 2월, 7월

메도우뱅크

울티모

국제 비즈니스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58 | CRICOS 코드: 087343B | 국가 코드: BSB50815 
입학 요건: 국제 무역 4급 초급자격과정(R17895)

0.5년 $7,470 2월, 7월
메도우뱅크

울티모

리더십 및 경영관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742 | CRICOS 코드: 089341K | 국가 코드: BSB42015 0.5년 $6,940

2월 그랜빌

2월, 7월
메도우뱅크

뉴캐슬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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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유아교육 및 보육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25272 | CRICOS 코드: 081612A | 국가 코드: CHC30113 0.5년 $7,910

2월 포트 맥쿼리

2월, 7월

뱅스타운

콥스 하버 교육(CHEC)

글렌데일

킹스클리프

메도우뱅크

니림바

우림바

랜드윅

랜드윅

세인트 레오나르드

서덜랜드/로프터스

울릉바

울릉공

유아교육 및 보육 - 자격과정 
과정 코드: 25281 | CRICOS 코드: 081611B | 국가 코드: CHC50113  
입학 요건: 유아 교육 및 보육 3급 초급자격과정(25272)

1년 $14,010 2월, 7월

뱅스타운

글렌데일

메도우뱅크

니림바

우림바

랜드윅

랜드윅

세인트 레오나르드

서덜랜드/로프터스

울릉공

유아교육 및 보육(신생아~5세)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S25281 | CRICOS 코드: 081611B | 국가 코드: CHC50113 1.5년 $21,920

2월 울릉공

2월, 7월

콥스 하버 교육(CHEC)

포트 맥쿼리

울릉바

유아교육 및 보육(신생아~5세)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10 | CRICOS 코드: 075653J | 국가 코드: NOCODE 4년 $52,320

2월 쉘하버

2월, 7월

글렌데일

니림바

랜드윅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경영관리학 (계속)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리더십 및 경영관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31 | CRICOS 코드: 089340M | 국가 코드: BSB51915 
입학 요건: 리더십과 경영관리 4급 초급자격과정(R11742)

0.5년 $9,100 2월, 7월

그랜빌

메도우뱅크

세인트 조지

리더십 및 경영관리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32 | CRICOS 코드: 089339D | 국가 코드: BSB61015 
입학 요건: 리더십 및 경영관리 자격과정(R17831)

0.5년 $9,310 2월, 7월 세인트 조지

신규 소규모 비즈니스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24 | CRICOS 코드: 090353G | 국가 코드: BSB42615 0.5년 $6,440 2월, 7월

메도우뱅크

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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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치과 보조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6144 | CRICOS 코드: 092353B | 국가 코드: HLT45015

1년 $12,050 2월, 7월
킹스우드

랜드윅

치과 기공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6125 | CRICOS 코드: 092354A | 국가 코드: HLT55115

2년 $40,130 2월, 7월 랜드윅

사회 봉사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사회봉사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8701 | CRICOS 코드: 090193G | 국가 코드: CHC42015 1년 $11,560

7월 포트 맥쿼리

2월
헤밀턴 

우림바

2월, 7월

콥스 하버 교육(CHEC)

메도우뱅크

노던 비치스

울티모

사회봉사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454 | CRICOS 코드: 089854G | 국가 코드: CHC52015 
입학 요건: 사회봉사학 4급 초급자격과정(R18701)

1년 $12,960

2월

헤밀턴 

메도우뱅크

노던 비치스

우림바

포트 맥쿼리

울릉공

2월, 7월

뱅스타운

니림바

울티모

“저는 TAFE NSW에서 직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교사/

교수진들은 학생들을 잘 뒷받침해 주며,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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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디자인 기초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08 | CRICOS 코드: 090401D | 국가 코드: CUA30715

0.5년 $7,340 2월, 7월 킹스우드

디자인 기초(패션 디자인)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408 | CRICOS 코드: 090401D | 국가 코드: CUA30715

0.5년 $7,340 2월, 7월 울티모

디자인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12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1년 $9,000 2월 포트 맥쿼리

디자인(다학제)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40715DM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0.5년 $9,00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디자인(그래픽 디자인)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412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0.5년 $9,00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혼스비

세인트 레오나르드

그래픽 디자인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18 | CRICOS 코드: 090462B | 국가 코드: CUA50715 
입학 요건: 그래픽 디자인 4급 초급자격과정(R11412)

1년 $12,850

2월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혼스비

킹스우드

세인트 레오나르드

그래픽 디자인(일러스트레이션)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0715 | CRICOS 코드: 090462B | 국가 코드: CUA50715

1년 $12,85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그래픽 디자인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60315A | CRICOS 코드: 094260B | 국가 코드: CUA60315 
입학 요건: 그래픽 디자인 자격과정(R10418)

1년 $12,06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산업 디자인)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077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0.5년 $9,00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산업 디자인 - 자격과정 
과정 코드: S11056 | CRICOS 코드: 082887K | 국가 코드: 10220NAT

2년 $21,400 2월, 7월 우림바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기초)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40715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0.5년 $9,000 2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레이션 – 자격과정 
과정 코드: MSF50213 | CRICOS 코드: 084394D | 국가 코드: MSF50213 
입학 요건: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기초) 4급 초급자격과정(CUA40715)  
또는 디자인(다학제) 4급 초급자격과정(CUA40715DM)

1.5년 $17,140 2월, 7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레이션 – 자격과정 
과정 코드: S14103 | CRICOS 코드: 084394D | 국가 코드: MSF50213 
입학 요건: 디자인 기초 3급 초급자격과정(R10408)

1년 $17,140 2월, 7월 킹스우드

인테리어 디자인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14105 | CRICOS 코드: 084367G | 국가 코드: MSF60113 
입학 요건: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레이션 자격과정(MSF50213)

1년 $27,520 2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01 | CRICOS 코드: 071917M | 국가 코드: NOCODE

3년 $58,800 2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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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영상 미디어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31015 | CRICOS 코드: 090382B | 국가 코드: CUA31015

0.5년 $6,75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킹스우드

영상 미디어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P19236 | CRICOS 코드: 093209B | 국가 코드: CUA41215

0.5년 $12,17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영상 미디어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P19237 | CRICOS 코드: 093210J | 국가 코드: CUA51015 
입학 요건: 영상 미디어 4급 초급자격과정(RP19236)

0.5년 $14,83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영상 미디어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9237 | CRICOS 코드: 093210J | 국가 코드: CUA51015

1년 $14,83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킹스우드

랜드윅

3D 아트 및 애니메이션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20 | CRICOS 코드: 075731M | 국가 코드: NOCODE

3년 $63,600 2월 엔모어 디자인 센터

공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토목 건축 설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4171 | CRICOS 코드: 089828J | 국가 코드: RII50515

1.5년 $16,470 2월, 7월 울티모

토목 건축 설계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4181 | CRICOS 코드: 089830D | 국가 코드: RII60515 
입학 요건: 토목 건축 설계 자격과정(RS14171)

0.5년 $11,770 2월, 7월 울티모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UEE40711 | CRICOS 코드: 096762G | 국가 코드: UEE40711

1.5년 $22,290 2월 울티모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공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UEE50511 | CRICOS 코드: 078943G | 국가 코드: UEE50511 
입학 요건: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4급 초급자격과정(UEE40711)

0.5년 $7,430 7월 울티모

전자 및 커뮤니케이션 공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20263 | CRICOS 코드: 078943G | 국가 코드: UEE50511

2년 $29,720 2월, 7월 그랜빌

공학 – 기술 - 자격과정 
과정 코드: 11775 | CRICOS 코드: 081567A | 국가 코드: MEM50212

1년 $13,700 2월, 7월 울티모

기계 공학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11778 | CRICOS 코드: 081835G | 국가 코드: MEM60112

1.5년 $22,550 2월, 7월
그랜빌

울티모

공학 기술 – 전기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20281 | CRICOS 코드: 078942J | 국가 코드: UEE62111

2년 $27,000 2월, 7월
그랜빌

울티모

공학 기술 - 전자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20278 | CRICOS 코드: 078941K | 국가 코드: UEE61711

2년 $25,010 2월 울티모

응용 공학(재생 에너지 기술) – 준학사 
과정 코드: 20502 | CRICOS 코드: 081723E | 국가 코드: NOCODE

2년 $34,400 2월, 7월 울티모

환경 경영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자연지역 복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31716 | CRICOS 코드: 093767E | 국가 코드: AHC31716

1년 $11,400 2월, 7월 웬트워스 폴스

자연보호 토지관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1116 | CRICOS 코드: 093766F | 국가 코드: AHC51116

1년 $15,760 2월 라이드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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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미술(繪畫)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시각 예술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16 | CRICOS 코드: 090444D | 국가 코드: CUA51115 1년 $11,880

2월

콥스 하버 교육(CHEC)

헌터 스트리트

메도우뱅크

2월, 7월
킹스우드

세인트 조지

시각 예술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20 | CRICOS 코드: 090491G | 국가 코드: CUA60715 
입학 요건: 시각 예술 자격과정(R10416)

1년 $9,790

2월 메도우뱅크

2월, 7월
헌터 스트리트

킹스우드

미용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미용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36 | CRICOS 코드: 093246G | 국가 코드: SHB30416 1년 $12,850 2월, 7월

뱅스타운

메도우뱅크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환경 검사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환경 감시 및 기술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20098 | CRICOS 코드: 093063D | 국가 코드: MSS50216

1년 $13,990 2월 라이드

실험 기술(생물 및 환경 검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19415A | CRICOS 코드: 090900G | 국가 코드: MSL50116

1.5년 $26,080 2월, 7월
그랜빌

울티모

승마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경주(고급 마장 관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8403 | CRICOS 코드: 068330J | 국가 코드: RGR30208

1년 $12,010 2월, 7월 리치몬드

경주(경주마 훈련)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8302 | CRICOS 코드: 065809K | 국가 코드: RGR30108

1년 $12,010 2월, 7월 리치몬드

패션 기술 및 극장 의상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응용 패션 디자인 및 기술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MST30816 | CRICOS 코드: 095304J | 국가 코드: MST30816

0.5년 $12,980
2월 울티모

2월, 7월 울릉바

응용 패션 디자인 및 머천다이징(디자인 및 제품 개발) - 자격과정 
과정 코드: MST50116A | CRICOS 코드: 094264J | 국가 코드: MST50116 
입학 요건: 응용 패션 디자인 및 기술 - 3급 초급자격과정(MST30816)

1년 $30,000
7월 울릉바

2월, 7월 울티모

디자인(패션 디자인)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1712A | CRICOS 코드: 090421M | 국가 코드: CUA40715 
입학 요건: 디자인 기초(패션 디자인) - 3급 초급자격과정(RS10408)

0.5년 $9,000 2월 울티모

응용 패션 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 자격과정 
과정 코드: MST50116S | CRICOS 코드: 094264J | 국가 코드: MST50116

1.5년 $30,000
2월 뉴캐슬

2월, 7월 울릉바

패션 디자인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06 | CRICOS 코드: 084563C | 국가 코드: NOCODE

3년 $63,600 2월 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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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서비스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안경 광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HLT478 | CRICOS 코드: 090189C | 국가 코드: HLT47815 1년 $10,680 2월, 7월 킹스우드

원예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화훼 장식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20054 | CRICOS 코드: 089585A | 국가 코드: SFL30115 1년 $12,300

2월 울티모

2월, 7월 라이드

원예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30716 | CRICOS 코드: 093764G | 국가 코드: AHC30716 1년 $11,690

2월 울릉바

2월, 7월

콥스 하버 교육(CHEC)

라이드

웬트워스 폴스

원예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0416S | CRICOS 코드: 093772G | 국가 코드: AHC50416 1.5년 $16,500 2월, 7월 라이드

조경 설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0616S | CRICOS 코드: 093762K | 국가 코드: AHC50616 1.5년 $24,000 2월, 7월 라이드

조경 설계 – 자격과정 
과정 코드: AHC50616 | CRICOS 코드: 093762K | 국가 코드: AHC50616 2년 $24,000 2월, 7월 리치몬드

호텔경영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보건 지원(영양 및 식이요법)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43015 | CRICOS 코드: 093216C | 국가 코드: HLT43015 0.5년 $10,140 2월, 7월 울티모

상업요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161 | CRICOS 코드: 092356K | 국가 코드: SIT30816 1년 $16,810

2월 울릉공

2월, 7월

캠벨타운

헤밀턴

킹스우드

마운트 드루이트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릉바

상업요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N12162 | CRICOS 코드: 092357J | 국가 코드: SIT40516 1년 $18,87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헤밀턴

킹스우드

마운트 드루이트

노던 비치스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티모

울릉바

호텔경영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166 | CRICOS 코드: 091447D | 국가 코드: SIT30616 0.5년 $7,460

2월 울릉바

2월, 7월 포트 맥쿼리

호텔경영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2167 | CRICOS 코드: 090956B | 국가 코드: SIT40416 0.5년 $8,540 2월, 7월 킹스우드

호텔경영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167 | CRICOS 코드: 090956B | 국가 코드: SIT40416 1년 $8,540 2월, 7월

오렌지

포트 맥쿼리

울릉바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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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호텔경영학(계속)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호텔경영관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N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1년 $14,250

2월
콥스 하버 교육(CHEC)

울릉공

2월, 4월,  
7월, 9월

울티모

2월, 7월

캠벨타운

헤밀턴

킹스클리프

킹스우드

우림바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릉바

호텔경영관리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2169 | CRICOS 코드: 091143J | 국가 코드: SIT60316 
입학 요건: 호텔경영관리 자격과정(RN12168)

0.5년 $7,120 2월, 7월

캠벨타운

킹스우드

울티모

호텔경영관리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169 | CRICOS 코드: 091143J | 국가 코드: SIT60316 1.5년 $20,910

2월, 4월,  
7월, 9월

울티모

2월, 7월 라이드

호텔경영 및 이벤트 - 자격과정 
과정 코드: SS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1.5년 $21,740 2월, 7월 울티모

호텔경영관리 및 상업요리 3급 초급자격과정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C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1.5년 $23,330

2월, 4월,  
7월, 9월

울티모

2월, 7월

킹스우드

노던 비치스

라이드

울릉공

호텔경영관리 및 상업요리 3급 초급자격과정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2년 $23,330 2월, 7월

캠벨타운

헤밀턴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울릉바

호텔경영(상업요리 4급 초급자격과정 포함)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T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2년 $28,700

2월 울릉바

2월, 7월
헤밀턴

포트 맥쿼리

호텔경영관리 및 상업요리 3급 초급자격과정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T12169 | CRICOS 코드: 091143J | 국가 코드: SIT60316 2년 $27,940 2월, 7월 울릉공

호텔경영관리 및 상업요리 4급 초급자격과정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C12169 | CRICOS 코드: 091143J | 국가 코드: SIT60316 2년 $32,930

2월, 4월,  
7월, 9월

울티모

2월, 7월
킹스우드

라이드

파티세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IT31016S | CRICOS 코드: 094258G | 국가 코드: SIT31016 0.5년 $12,910 2월 라이드

파티세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IT40716 | CRICOS 코드: 094259F | 국가 코드: SIT40716 1년 $18,860 2월, 7월

헤밀턴

라이드

호텔경영관리 및 파티세리 3급 초급자격과정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P12168 | CRICOS 코드: 090987F | 국가 코드: SIT50416 1.5년 $27,160 2월, 7월 라이드

소매 제빵(통합)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0039 | CRICOS 코드: 074484G | 국가 코드: FDF30710 1년 $14,610

2월 라이드

2월, 7월
헤밀턴

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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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대학 준비 및 일반 교육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편입 과정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29602 | CRICOS 코드: 083153G | 국가 코드: 10223NAT 0.5년 $5,830

2월

벨몬트

세스녹

글렌데일

고스포드

메이틀랜드

뉴캐슬

와이옹

2월, 7월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울릉바

기업 및 커리어 기술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0587NAT | CRICOS 코드: 096143B | 국가 코드: 10587NAT 0.5년 $6,730 2월, 7월

블랙타운

세인트 조지

대학 준비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29603 | CRICOS 코드: 082381C | 국가 코드: 10224NAT 1년 $8,420

2월

블랙타운

메이틀랜드

뉴캐슬

포트 맥쿼리

울티모

울릉바

와이옹

2월, 7월 머윌룸바

인사 관리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인사 관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061 | CRICOS 코드: 089586M | 국가 코드: BSB41015 0.5년 $6,620 2월, 7월

메도우뱅크

울티모

인사 관리 경영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063 | CRICOS 코드: 087315F | 국가 코드: BSB50615 
입학 요건: 인사 관리 4급 초급자격과정(R11061)

0.5년 $8,030 2월, 7월

메도우뱅크

뉴캐슬

울티모

경영(인사 관리)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43 | CRICOS 코드: 087601M | 국가 코드: BSB60915 
입학 요건: 인사 관리 경영 자격과정(R11063)

0.5년 $7,740 2월, 7월

메도우뱅크

뉴캐슬

울티모

정보 기술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게임(아트)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ICT40915 | CRICOS 코드: 091900K | 국가 코드: ICT40915 0.5년 $8,19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게임(인터랙티브 미디어)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22 | CRICOS 코드: 091899J | 국가 코드: ICT40815 1년 $10,000 2월 포트 맥쿼리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랙티브 게임(프로그래밍)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24 | CRICOS 코드: 091900K | 국가 코드: ICT40915 0.5년 $8,19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디지털 및 인터랙티브 게임(프로그래밍)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28 | CRICOS 코드: 086624A | 국가 코드: ICT50215 0.5년 $9,47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개발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34 | CRICOS 코드: 086666B | 국가 코드: ICT50515 0.5년 $10,600 2월, 7월 세인트 조지

정보 기술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09 | CRICOS 코드: 089575C | 국가 코드: ICT40115 0.5년 $9,670 2월 밀러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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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계속)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정보 기술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27 | CRICOS 코드: 086600J | 국가 코드: ICT50115 0.5년 $11,800 2월, 7월 밀러

정보,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네트워크 관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05 | CRICOS 코드: 091414B | 국가 코드: ICT30115 0.5년 $8,420

2월 메도우뱅크

2월, 7월

블랙타운

킹스클리프

마운트 드루이트

포트 맥쿼리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릉바

정보 기술 네트워킹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16 | CRICOS 코드: 086556G | 국가 코드: ICT40415 
입학 요건: 정보,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 3급 초급자격과정(네트워크 관리) 
(R10305)

0.5년 $11,000

2월 리드콤

2월, 7월

블랙타운

메도우뱅크

마운트 드루이트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릉바

정보 기술 네트워킹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16 | CRICOS 코드: 086556G | 국가 코드: ICT40415 1년 $11,000

2월 울릉공 웨스트

2월, 7월
킹스클리프

울티모

정보 기술 네트워킹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33 | CRICOS 코드: 086637G | 국가 코드: ICT50415 
입학 요건: 정보 기술 네트워킹 4급 초급자격과정(R10316)

0.5년 $13,350

2월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울릉바

2월, 7월

블랙타운

리드콤

메도우뱅크

마운트 드루이트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울릉공 웨스트

정보 기술(네트워크 보안)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41 | CRICOS 코드: 086736D | 국가 코드: ICT60215 
입학 요건: 정보 기술 네트워킹 자격과정(R10333)

0.5년 $9,290

7월 리드콤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메도우뱅크

울티모

정보 기술(네트워크 보안)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24 | CRICOS 코드: 075370J | 국가 코드: NOCODE 3년 $58,320 2월, 7월 메도우뱅크

정보 기술 지원(데이터베이스)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10 | CRICOS 코드: 089576B | 국가 코드: ICT40215 0.5년 $10,310 2월, 7월 세인트 조지

정보 기술 지원(서비스 데스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12 | CRICOS 코드: 089576B | 국가 코드: ICT40215 0.5년 $10,310 2월, 7월 세인트 레오나르드

정보 기술 시스템 관리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32 | CRICOS 코드: 086627J | 국가 코드: ICT50315 
입학 요건: 정보 기술 네트워킹 4급 초급자격과정(RS10316)

0.5년 $10,330 2월, 7월 마운트 드루이트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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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계속)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프로그래밍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17 | CRICOS 코드: 089577A | 국가 코드: ICT40515 0.5년 $10,400

2월 혼스비

2월, 7월

그랜빌

마운트 드루이트

피터샴

소프트웨어 개발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36 | CRICOS 코드: 086687G | 국가 코드: ICT50715 
입학 요건: 프로그래밍 4급 초급자격과정(RS10317)

0.5년 $10,010 2월

혼스비

마운트 드루이트

피터샴

정보,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웹 기술)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307 | CRICOS 코드: 091414B | 국가 코드: ICT30115 0.5년 $8,420

7월 머윌룸바

2월, 7월

블랙타운

리스모어

마운트 드루이트

웹 기반 기술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15 | CRICOS 코드: 089578M | 국가 코드: ICT40315 0.5년 $9,100 2월, 7월

블랙타운

그랜빌

혼스비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웹사이트 개발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0335 | CRICOS 코드: 086672D | 국가 코드: ICT50615 1년 $13,00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혼스비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웹사이트 개발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P10335 | CRICOS 코드: 086672D | 국가 코드: ICT50615 
입학 요건: 웹 기반 기술 4급 초급자격과정(RS10315)

0.5년 $13,000

7월 그랜빌

2월 울릉바

2월, 7월 블랙타운

정보 기술(데이터 인프라 공학)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HE20525 | CRICOS 코드: 095515J | 국가 코드: NOCODE 3년 $58,320 2월, 7월 메도우뱅크

통역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통역(만다린 중국어)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692M | CRICOS 코드: 092355M | 국가 코드: PSP50916 0.5년 $8,240 2월, 7월 메도우뱅크

해양 공학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해양 운영(선박 엔지니어) – 자격과정 
과정 코드: MAR50115 | CRICOS 코드: 093648A | 국가 코드: MAR50115 0.5년 $12,470 2월, 7월 뉴캐슬

해양 운영(해양 공학 수업 1)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20824 | CRICOS 코드: 086370G | 국가 코드: MAR60215 
입학 요건: 해양 운영 고급자격과정(해양 공학 수업 2) (R20822)

1년 $14,000 2월, 7월 뉴캐슬

해양 운영(해양 공학 수업 2)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20822 | CRICOS 코드: 086368A | 국가 코드: MAR60115 
입학 요건: 해양 운영(선박 엔지니어) 자격과정 (MAR50115)

1년 $14,210 2월, 7월 뉴캐슬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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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요법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마사지 요법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HLT42015 | CRICOS 코드: 094235C | 국가 코드: HLT42015 1년 $9,610 2월, 7월 메도우뱅크

치료 마사지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8277 | CRICOS 코드: 093208C | 국가 코드: HLT52015 1년 $16,510 2월, 7월 뉴캐슬

치료 마사지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8277 | CRICOS 코드: 093208C | 국가 코드: HLT52015 1.5년 $16,510

2월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2월, 7월

메도우뱅크

랜드윅

서덜랜드/로프터스

음악학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음악 산업(음악 비즈니스)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30915M | CRICOS 코드: 094234D | 국가 코드: CUA30915 0.5년 $6,87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음악 비즈니스)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0815M | CRICOS 코드: 094233E | 국가 코드: CUA50815 
입학 요건: 음악 산업(음악 비즈니스) 3급 초급자격과정(CUA30915M)

0.5년 $11,22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공연)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30915P | CRICOS 코드: 094234D | 국가 코드: CUA30915 0.5년 $6,87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공연)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0815P | CRICOS 코드: 094233E | 국가 코드: CUA50815 
입학 요건: 음악 산업(공연) 3급 초급자격과정(CUA30915P)

1년 $11,22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공연)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60515P | CRICOS 코드: 092358G | 국가 코드: CUA60515 
입학 요건: 음악 산업(공연) 자격과정(CUA50815P)

1년 $10,86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음향 제작)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30915S | CRICOS 코드: 094234D | 국가 코드: CUA30915 0.5년 $6,87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해양 운영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해양 운영(갑판 선원)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20819 | CRICOS 코드: 088805B | 국가 코드: MAR50315 1년 $19,670 2월, 7월 뉴캐슬

마케팅 및 광고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55A | CRICOS 코드: 093214E | 국가 코드: BSB42415 0.5년 $6,680 2월, 7월

메도우뱅크

뉴캐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56A | CRICOS 코드: 093215D | 국가 코드: BSB52415 
입학 요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급 초급자격과정(R17855A)

0.5년 $13,220 2월, 7월 메도우뱅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56B | CRICOS 코드: 093215D | 국가 코드: BSB52415 1년 $13,220 2월, 7월 울티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7857A | CRICOS 코드: 093211G | 국가 코드: BSB61315 
입학 요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격과정(R17856A 또는 R17856B)

0.5년 $9,210 2월, 7월 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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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캠퍼스 위치

사진학 및 사진 영상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0419 | CRICOS 코드: 090485F | 국가 코드: CUA50915 1년 $11,450

2월
헌터 스트리트

킹스클리프

2월, 7월 킹스우드

간호학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캠퍼스 위치

보건 서비스 보조(급성 치료 간호 보조)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HLT33115 | CRICOS 코드: 094262M | 국가 코드: HLT33115 0.5년 $9,890 2월, 7월

캐슬 힐

킹스우드

메도우뱅크

뉴캐슬

세인트 레오나르드

울티모

간호 – 자격과정 
과정 코드: HLT54115 | CRICOS 코드: 094261A | 국가 코드: HLT54115 1.5년 $23,430

4월
뉴캐슬

와이옹

2월 랜드윅

2월, 4월, 
7월, 9월

킹스우드

2월, 7월

그리피스

쉘하버

세인트 조지

울티모

웨더릴 파크

간호학(10월 입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HLT54115A | CRICOS 코드: 094261A | 국가 코드: HLT54115 1.25년 $23,430 10월 울티모

부동산 서비스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캠퍼스 위치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7672 | CRICOS 코드: 068748E | 국가 코드: CPP40307 0.5년 $7,420 2월, 7월 울티모

부동산 감정 - 학사 학위 
과정 코드: 20507 | CRICOS 코드: 089229K | 국가 코드: NOCODE 3년 $45,000 2월, 7월 울티모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음악학 (계속)
과정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캠퍼스 위치

음악 산업(음향 제작)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0815S | CRICOS 코드: 094233E | 국가 코드: CUA50815 
입학 요건: 음악 산업(음향 제작) 3급 초급자격과정(CUA30915S)

1년 $11,220 2월, 7월
니림바

울티모

음악 산업(전자 음악) - 자격과정 
과정 코드: CUA50815E | CRICOS 코드: 094233E | 국가 코드: CUA50815 1년 $11,220 2월, 7월 울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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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측량 및 공간 정보 서비스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11701A | CRICOS 코드: 093554G | 국가 코드: CPP30216 0.5년 $9,470 2월 울티모

측량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CPP40216 | CRICOS 코드: 096144A | 국가 코드: CPP40216 
입학 요건: 측량 및 공간 정보 서비스 3급 초급자격과정(11701A)

0.5년 $10,370 7월 울티모

측량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11704A | CRICOS 코드: 093553G | 국가 코드: CPP50116 
입학 요건: 측량학 4급 초급자격과정(CPP40216)

1년 $22,710 7월 울티모

텔레커뮤니케이션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텔레커뮤니케이션 공학 기술(네트워크 공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ICT41215 | CRICOS 코드: 093770K | 국가 코드: ICT41215 0.5년 $13,080 2월, 7월 리드콤

텔레커뮤니케이션 공학(네트워킹) – 자격과정 
과정 코드: ICT51015 | CRICOS 코드: 093771J | 국가 코드: ICT51015 
입학 요건: 텔레커뮤니케이션 공학 기술(네트워크 공학) 4급 초급자격과정
(ICT41215)

0.5년 $10,040 2월, 7월 리드콤

TAFE NSW 과정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공식 유학원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intadmissions@tafensw.edu.au

스포츠 및 체력관리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체력관리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2410 | CRICOS 코드: 092403G | 국가 코드: SIS30315 0.5년 $7,430

2월
킹스클리프

포트 맥쿼리

2월, 7월

킹스우드

메도우뱅크

노던 비치스

랜드윅

쉘하버

체력관리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9648 | CRICOS 코드: 092404G | 국가 코드: SIS40215 
입학 요건: 체력관리 3급 초급자격과정(R12410)

0.5년 $10,380 2월, 7월

킹스우드

메도우뱅크

노던 비치스

랜드윅

서덜랜드/로프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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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이벤트 

미용 기간 학비
입학 

시기
위치

항공(승무원)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AVI30116 | CRICOS 코드: 095302M | 국가 코드: AVI30116 0.5년 $8,500

2월 울릉바

2월, 7월 킹스클리프

가이드학 - 4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560 | CRICOS 코드: 092341F | 국가 코드: SIT40216 0.5년 $8,340 2월, 7월 울티모

이벤트학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SIT30516 | CRICOS 코드: 094263K | 국가 코드: SIT30516 0.5년 $6,950 2월, 7월

헤밀턴

노던 비치스

라이드

울릉공

이벤트 경영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585 | CRICOS 코드: 092342E | 국가 코드: SIT50316 1년 $12,500 2월, 7월

울티모

울릉공

이벤트 경영학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1586 | CRICOS 코드: 091086B | 국가 코드: SIT60216 1.5년 $12,500 2월, 7월 울릉공

이벤트 경영학에는 이벤트 3급 초급자격과정 동시 등록이 포함됩니다 - 자격
과정 
과정 코드: RS11585 | CRICOS 코드: 092342E | 국가 코드: SIT50316

1년 $12,500

2월 킹스클리프

2월, 7월

헤밀턴

우림바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릉바

관광학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790 | CRICOS 코드: 092340G | 국가 코드: SIT30116 0.5년 $6,830 2월, 7월

노던 비치스

라이드

울티모

관광학 - 3급 초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558 | CRICOS 코드: 090943G | 국가 코드: SIT30216 0.5년 $7,730 2월, 7월

킹스클리프

노던 비치스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티모

울릉바

울릉공

여행 및 관광 경영학 - 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791 | CRICOS 코드: 093247G | 국가 코드: SIT50116 1년 $11,010

2월 노던 비치스

2월, 7월

뱅스타운

헤밀턴

킹스클리프

우림바

포트 맥쿼리

라이드

울티모

울릉바

여행 및 관광 경영학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S11563 | CRICOS 코드: 093213F | 국가 코드: SIT60116 
입학 요건: 여행 및 관광 경영학 자격과정(R11791)

0.5년 $7,950 2월, 7월 울티모

여행 및 관광 경영학 – 고급자격과정 
과정 코드: R11563 | CRICOS 코드: 093213F | 국가 코드: SIT60116 1.5년 $16,600 2월, 7월

뱅스타운

울릉공

최신 과정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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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방식에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호주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야외 바비큐, 해변에 가기, 
영화 관람, 박물관 감상, 그리고 친구 
및 가족들과 외식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스포츠를 직접 혹은 관람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크리켓, 축구, 미식축구, 
럭비, 네트볼, 테니스, 서핑과 골프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관심사가 무엇이든, 이곳 
호주에서는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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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의 캠퍼스들은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에 맞는 완벽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도시의 활기차고 바쁜 생활방식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시드니 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TAFE 
NSW 울티모(Ultimo)나 세인트 레오나르드(St Leonards) 또는 랜드윅(Randwick) 캠퍼스가 안성맞춤입니다. 때묻지 않은 
청정한 황금빛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TAFE NSW 킹스클리프(Kingscliff)가 좋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골드 코스트
(Gold Coast)나 바이론 베이(Byron Bay)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혹은 뉴사우스웨일즈 와인 지역의 
구불구불한 언덕들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구요? 그렇다면 TAFE NSW 뉴캐슬(Newcastle)이나 메이틀랜드(Maitland)를 
추천합니다.

일반 서비스 및 지원
TAFE NSW는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돕고 지원합니다. 간편하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 커리어 조언 및 취업 지원

 �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 학습 및 기타 개인 문제에 대한 카운셀링 – 무료 비밀 서비스

 �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운동장

 �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직원

TAFE NSW의 생활

TAFE NSW 캠퍼스 중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호주 학생들과 교우 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새 친구를 사귀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멋진 
서비스, 할인, 시설 그리고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학생회 가입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더구나 모든 외국 
유학생들에게 학생회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TAFE NSW의 캠퍼스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TAFE NSW 캠퍼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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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캠퍼스

그레이터 시드니 캠퍼스

시드니 메트로  
캠퍼스

63

외국 유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TAFE NSW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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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요건, 비자, 
학비 및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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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격과정 및 학사 학위의 경우 12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유념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TAFE NSW 학위 과정은 12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학위 과정들에는 추가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 고급자격과정 또는 자격과정에 입학하려면 3급 
초급자격과정이나 4급 초급자격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 수준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입학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하위 및 상위 과정 
모두를 포함한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패션 기술, 순수 미술(繪畫) 
그리고 음악 과정의 경우 추가 입학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과정에 입학하려면 지원서와 함께 포트폴리오, 
디자인 또는 서면 작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입학 영어 학습능력
최소 영어 요건은 아카데믹 IELTS 5.5점이나 토플(iBT) 46
점, 또는 TAFE NSW 영어 연수과정 프로그램(초급~고급)이나 
시험 대비반 등록입니다. TAFE NSW 학사 학위와 같은 일부 
과정들은 보다 높은 IELTS 점수인 아카데믹 IELTS 6.5점이나 
토플(iBT) 79점이 필요합니다. 간호학 자격과정의 경우 전체 
아카데믹 IELTS 점수가 7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각각의 
모든 영역도 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OET와 같이 기타 
허용되는 시험에서 이에 준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TAFE NSW는 영어 연수과정을 제공합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학생 비자 신청
온라인 학생 비자(서브클래스 500)를 신청하려면 다음 웹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omeaffairs.gov.au/trav/visa-1/500-

ImmiAccount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라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DHA 온라인 툴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재정 
및 영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affairs.gov.au/trav/visa-1/500-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툴에서 추가 
재정 및 영어 실력 증빙 제출을 요구한다면 TAFE NSW의 공식 
유학원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DHA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omeaffairs.gov.au/Trav/Stud

학비

TAFE NSW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학과 과정 입학 요건

TAFE NSW는 입학 사정 절차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각 국가별 학력 인정 사항은 68-69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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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록금은 매 학기마다 선불로 납부합니다. TAFE NSW의 입학 
허가서에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 영어 및 직업교육 과정
 � 영어 연수과정 등록금

 � AUD $2,000 보증금

패키지: 영어 연수과정 및/또는 
직업교육 과정 + 학위 과정

 � 영어 연수과정 등록금

 � AUD $2,000 보증금(해당하는 경우)

 � AUD $4,500 환불 불가 보증금.

등록/지원 수수료
 � TAFE NSW 등록 수수료: AUD $100 (환불 불가)

 � 영어 연수과정 지원비: AUD $150 (환불 불가)

 � TAFE NSW 진학, 직업 및 영어 연수과정 패키지 등록 
수수료: AUD $150 (환불 불가).

TAFE NSW 학비

호주 정부는 매년 2억 호주 달러 이상을 장학금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다음 호주 장학금 중 하나에 신청 자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데버 장학금 및 펠로우십(Endeavour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 오스트레일리아 어워즈 장학금(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AAS)

다른 국가들 역시 다음과 같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StudentAid BC(캐나다 학생 한정)

 � CSN Loans(스웨덴 학생 한정)

장학금과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장학금

기타 수수료 및 비용*
 � 유니폼, 장비 및 교과서: 과정당 AUD $300–$2,500 

 � 유학생 의료 보험: 연간/학생당 AUD $600 또는 연간/
가족당 AUD $3,069 

 � 공항 픽업: AUD $140

 � 숙소 배정 수수료: AUD $300 (여기에는 18세 이하 학생에 
대한 보호자 배정이 포함됨)

 � TAFE NSW 대학 편입 과정에 대한 일부 납부 보증금: 

   - 호주 카톨릭 대학교(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AUD $5,000

  -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  
     AUD $10,000/$23,000

  - 서던 크로스 대학교(Southern Cross University):  
     AUD $6,000

  - 캔버라 대학교(University of Canberra): AUD $5,000

  - 뉴캐슬 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AUD $5,000

  - 시드니 기술 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AUD $110 지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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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fensw.edu.au/international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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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입학 전 학력 요건

국가 직업훈련 과정(초급자격과정, 자격과정 및 

고급자격과정)
학사 및 준학사

호주

호주 12학년 또는 AQF 자격증 4급 또는 고등 교육기관의 학위 
과정 최소 1년 풀타임 학업 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호주 12학년 또는 AQF 자격증 4급 또는 고등 교육기관의 학위 
과정 최소 1년 풀타임 학업 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방글라데시

고급 2차 자격증/고급 직업 2차 자격증(HSC/제1부 패스 CGPA 
최소 3.5점 또는 60% 이상)

고급 2차 자격증(최소 CGPA 4.5점 또는 HSC 70% 이상)

브라질

준학사/Certificado De Ensino Medio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의 
수료

준학사/Certificado De Ensino Medio의 학점 평균 70% 이상 또는 
호주 AQF 자격증 4급에 준하는 자격의 수료

캄보디아
고급 2차 교육 학위의 수료 고급 2차 교육 학위의 수료

중국
3년 동안 중등 상등 과정 60% 이상의 성적으로 수료 평균 70%의 성적으로 고등학교 수료

캄보디아
평균 학점 65% 이상으로 Bachiller/Bachillero/Bachillerato 수료 평균 학점 70% 이상으로 Bachiller/Bachillero/Bachillerato 수료

이집트
국가 일반 교육(11학년) 학교 자격증 50%

Thanawiyya al-A’aama(일반 2차 교육 졸업장) 국가 일반 교육 
(11학년) 57%

피지
최고 4 과목의 평균 55% 이상으로 7형식의 수료 평균 70%로 피지 7형식 시험/피지 학교 졸업장(FSLC)

홍콩

2차 교육 4 또는 2차 교육 5 또는 홍콩 교육 시험 자격증(HKCEE) 
또는 홍콩 2차 교육 학위(HKDSE) 또는 홍콩 고등 수준 시험
(HKALE)

최소 총점 12점 이상으로 홍콩 2차 교육 학위(HKDSE) 또는 3부문 
합격으로 홍콩 고등 수준 시험(HKALE) 통과

인도네시아
평균 60%로 SMU 3 또는 2차 학교 졸업장(SKHUN/ STK)

평균 65%로 2차 학교 수료(ijazah/STTB SMA/STTB SMK/STTB/
MA)

인도

상위 4과목 55% 이상 통과로 인도 상급 학교 자격증 또는 인도 
학교 자격증 또는 상급 2차 학교 자격증

상위 4과목 60% 이상 통과로 인도 상급 학교 자격증 또는 인도 
학교 자격증 또는 상급 2차 학교(정부 기숙사 학교) 자격증

이란

전체 학점 20점 만점에 10점으로 대학 전 과정 자격증
(Peeshdaneshgahe)의 수료

국가 고등학교 학위(4학년 프로그램)/대학 전 과정 자격증 
또는 전체 학점 20점 만점에 14점으로 대학 전 자격증
(Peeshdaneshgahe)의 성공적 수료

이라크
이라크 준비 학습 수료 또는 6차 형식 학사 학위

Ilmiya(과학) 학사 학위 또는 Adabiyya(인문학) 학사 학위 또는 
Mihniya(직업) 학사 학위 또는 85% 이상으로 이라크 준비 학습 
수료 또는 6차 형식 학사 학위 

이탈리아

Diploma Liceale or Diploma di istruzione tecnica(기술 교육 학위)  
또는 Diploma di istruzione professionale(직업 교육 학위)     

Diploma Liceale or Diploma di istruzione tecnica(기술 교육 학위) 
또는 Diploma di istruzione professionale(직업 교육 학위)   

일본

중학교 졸업장 및 고등학교 최소 1학년 수료 고등학교 졸업장

TAFE NSW의 모든 학과 과정 입학에는 특정한 학업 성취 수준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각 국가별 학력 환산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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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업훈련 과정(초급자격과정, 자격과정 및 

고급자격과정)
학사 및 준학사

요르단

전체 55% 이상의 성적으로 일반 2차 학교(Al- Tawjihiyah 또는 
Shadet Alderasa athnawia) 수료

일반 2차 학교 자격 시험(Tawjihi) 또는 전체 60% 이상의 
성적으로 일반 2차 학교 자격증(Al- Tawjihiyah 또는 Shadet 
Alderasa athnawia) 수료

케냐

D 학점 이상으로 케냐 2차 교육 자격증(KCSE) 수료 케냐 2차 교육 자격증(KCSE) 또는 C+ 학점 이상으로 케냐 2차 
교육 자격증(KCSE) 수료

레바논

전체 9학점 이상으로 Baccalauret Libanais 수료 전체 10학점 이상으로 Baccalauret Libanais 수료

말레이시아

10학년 또는 11학년 상응 - SPM OR GCE O-레벨(4 통과) 또는 
고등학교 2학년(12학년) 상응 - STPM 상급 2차 학교 자격증 또는 
GCE A 등급(2 통과)

STPM 상급 2차 학교 자격증(전체 평균 60% 이상) 또는 전체 
총점 5점에 3점 통과로 GCE A 등급

미얀마

전체 총점 7w 이상으로 GCE A 등급 시험 기본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체 총점 5점에 3점 통과로 GCE A 등급

네팔

최종 학년 성적 전체 55%로 네팔 고등 교육 자격 수료 고등교육위원회 자격증(12학년) 또는 최종 학년 성적 전체 60%
로 네팔 고등 교육 자격 수료

나이지리아
상위 6과목의 총점 20점으로 고등 2차 교육 자격 수료 상위 6과목의 총점 26점으로 고등 2차 교육 자격 수료

파키스탄

고등 교육 자격 성공적 수료 또는 1부 패스 및 전체 평균 60%로 
중등 자격 수료

고등 교육 자격 수료 또는 1부 패스 및 전체 평균 65%로 중등 
자격 수료

필리핀

공인 기초 학업 프로그램 수료, 대학 1년 수료 공인 기초 학업 프로그램 수료, 또는 대학 2년 수료

러시아

학점 3.5로 Attestat o Srednem (Polnom) Obschem Obrazovanii 
([수료] 자격증) 수료

학점 4.5로 Attestat o Srednem (Polnom) Obschem Obrazovanii 
([수료] 자격증) 수료

사우디 아라비아

전반적으로 60% 이상 성취로 일반 2차 교육 자격(Tawjihiyya) 
수료

전반적으로 65% 이상 성취로 일반 2차 교육 자격(3년) 
(모든 계열) 또는 일반 2차 교육 자격(Tawjihiyya) 수료

한국

전체 학점 2.2/4 또는 55% 이상으로 고등학교 수료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점수 276점

전체 학점 3/4 또는 65% 이상으로 고등학교 수료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점수 280점

스페인

Titulo de Bachiller Titulo de Bachiller - 3 통과

스리랑카

총점 7점 이상으로 Edexcel GCE A-등급 시험 전체 총점 5점에 3점 통과로 GCE A 등급

대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전문 고등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전문 고등학교 졸업장 – 평균 점수 65%

테국
2차 교육 수료 또는 4 통과로 Matayom 5(학문 과목만) 학점 2.5점 2차 교육 자격/직업 교육 자격 또는 2차 교육 자격 수료 또는 

학점 1.55점 이상의 Matayom 6

베트남

자격증 과정: 학점 6.5점 이상의 11학년. 자격과정 및 
고급자격과정: 학점 6.0 이상 12학년 및 일반 교육 수료(Bang Tot 
Nghiep Pho Thong Trung Hoc) 또는 2차 직업 교육 자격증(Bang 
Tot Nghiep Trung Hoc Chuyen Nghiep)

12학년 및 일반 교육 수료(Bang Tot Nghiep Pho Thong Trung Hoc) 
또는 2차 직업 교육 자격증(Bang Tot Nghiep Trung Hoc Chuyen 
Nghiep)

짐바브웨
주요 과목 최소 2 통과 이상으로 ZiMSEC A 등급 자격 수료 전체 총점 5점에 3점 통과로 GCE A 등급 또는 COHSC 또는 주요 

과목 최소 3 통과 이상으로 ZiMSEC A 등급 자격 수료

일부 과정의 경우 포트폴리오, 디자인 또는 서면 작업 제출 및/또는 면접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영어 요건은 아카데믹 IELTS 5.5
점이나 토플(iBT) 46점, 또는 TAFE NSW 영어 연수과정 수강(14~15페이지 참조)입니다. 이때, 평균은 최소 기준을 말합니다.



입학 허가를 수락하고  
학비를 납부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TAFE NSW에 등록합니다

입학허가 심사자가 입학 
확인서(CoE)를 발급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TAFE NSW의 대학 편입 패키지는 해당 대학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TAFE NSW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2

공인된 사본이란 원본 서류의 발급 기관, 정부 공무원, 공증 기관, 
치안 판사(JP) 또는 TAFE NSW의 공식 유학원에서 원본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원본 서류의 사본을 
말합니다. 

서류들의 공인된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 NSW 공식 유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4
TAFE NSW 입학허가 심사자가 
지원서를 심사하고 납부 
고지서와 함께 입학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5

학과 과정과 캠퍼스를 선택합니다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66페이지 참조 1

7

6

8

(오른쪽 점검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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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다음 항목들을 지원서에 첨부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당 경우, 현재의 호주 비자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가 담긴 여권 페이지의 공인된 사본

해당 경우, 영어 시험 결과의 공인된 사본

성적표 및 졸업장의 공인 사본(영어가 아닌 경우 공증 받은 
번역본 첨부)

해당 경우, 현재 전자 입학 확인서(eCoE)

영어 단독 과정에 지원할 경우 환불 불가한 지원 수수료  
AUD $150

해당 경우, 이전 학력 인정을 위한 평가용 문서의 공인 사본.

해당 경우, 건강 보험 회원 카드의 공인 사본

그 밖에 지원서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문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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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공과정 학사 일정

초급자격과정 및 자격과정

1학기(2월 입학) 2월 4일 – 4월 14일 3학기(7월 입학) 7월 22일 – 9월 29일

가을 방학 4월 15일 – 4월 28일 봄 방학 9월 30일 – 10월 13일

2학기(4월* 입학) 4월 29일 – 7월 7일 4학기(9월* 입학) 10월14일 – 12월 8일 

겨울 방학 7월 8일 – 7월 21일 여름 방학 12월 9일 – 향후 안내 

 
일부 학과 과정에 한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afensw.edu.au/international

학위 과정

1학기(2월 입학) 2학기(7월 입학)

1학기 2월 18일 – 4월 12일 3학기 7월 29일 – 9월 27일

가을 방학 4월 15일 – 5월 26일 봄 방학 9월 30일 – 10월 11일

2학기 5월 29일 – 6월 14일 4학기 10월 14일 – 11월 29일

겨울 방학 6월 17일 – 7월 19일 여름 방학 12월 2일 – 2020년 2월 14일

주의: 연간 기준 1년마다 2학기로 구성됩니다.

주의: 연간 기준 1년마다 2학기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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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수과정*
신입생들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신규 과정이 시작되나, 일부 센터의 경우에는 5주마다 신규 개강이 시작됩니다.

1회기 1월 2일 – 2월 1일 6회기 6월 24일 - 7월 26일

2회기 2월 4일 - 3월 8일 7회기 7월 29일 – 8월 30일

3회기 3월 11일 - 4월 12일 8회기 9월 2일 - 10월 4일

4회기 4월 15일 - 5월 17일 9회기 10월 8일 - 11월 8일

5회기 5월 20일 - 6월 21일 10회기 11월 11일 - 12월 13일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영어 연수과정 센터와 최적의 학습 일정 및 시작일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TAFE NSW는 본 안내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2018년 9월). TAFE NSW는 학과 이수관리 교범이 현재 산
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과 이수관리 교범을 검토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의 통보를 통해 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TAFE NSW의 대학 편입 과정, 등록금 및 캠퍼스 위치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나, 예고 없이 검토 및/또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TAFE NSW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afensw.edu.au/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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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과 과정 선택 작성해야 하는 지원서 영역

영어 과정 단독 A

영어 과정 + 직업교육 과정 A B

영어 과정 + 직업교육 과정 + TAFE NSW 학위 과정 A B C

영어 과정 + TAFE NSW 학위 과정 A C

영어 과정 + 직업교육 과정 + 대학교 학위 과정 A B D

직업교육 과정 단독 B

직업교육 과정 + TAFE NSW 학위 과정 B C

직업교육 과정 + 대학교 학위 과정 B D

TAFE NSW 학위 과정 단독 C

지원서를 작성 완료한 후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intadmissions@tafensw.edu.au

지원서의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학교 측의 조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지원서의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지원서 양식의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intadmissions@tafensw.edu.au

‘섹션 4 – 과정 선택’ 작성 방법 
아래 표에서 자신의 학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세요. 표의 문자들은 자신이 섹션 4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연수과정에 이어 TAFE NSW 직업교육 과정을 공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A  + B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서 작성법

학과 과정 영역
지원서 양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선택한 학과 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과정 
영역은 문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 연수과정 
수업 기간은 5주에서 52주까지 다양합니다

TAFE NSW 직업교육 과정 
초급자격과정, 자격과정 및 고급자격과정

A

B

TAFE NSW 학위 과정 
학사 학위 및 준학사 과정

대학 학위 과정 
TAFE NSW 과정에서 호주 대학 학위 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편입 과정들이 있습니다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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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STUDENT DETAILS
 Surname or family name 

 Given name(s) 

 Date of birth (DD/MM/YYYY)
  

/ 
 
/   Male  Female Nationality 

 Country of birth  Passport number 

 If you are currently living outside Australia, please provide your overseas address. If you are already living in Australia, please provide your Australian address.

 Number and street 

 Suburb/town/city  Postcode/ZIP 

 Country 

 Hom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Mobil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Student email address

(an email address is mandatory so  
we can send you correspondence)

  

SECTION 2 – PREVIOUS TAFE NSW STUDIES
Have you previously been enrolled at TAFE NSW?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your student number

     
   

SECTION 3 – ENGLISH PROFICIENCY
Please tick  if one of the three options applies: 

   
1   I have taken a recognised English language test in the past two years  

(eg IELTS, TOEFL, PTE) 

 Name of test 
      

Score
  

Date of test (DD/MM/YYYY)  
 
/ 

 
/ 

   2  I will take an IELTS/TOEFL/PTE English test on (DD/MM/YYYY):  

  
/  / 

 
  3   English w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my senior school  

studies and I gained a satisfactory pass in English
Please attach documentation if you selected option 1 or 3 above

TAFE NSW VOCATIONAL COURSES
Please indicate the TAFE NSW course you wish to study and your preferred location. Refer to the map on our website: tafensw.edu.au/international

Starting month    February   April*   July   September* Start year  

TAFE NSW course number TAFE NSW course name Location preference 1 Location preference 2

If you wish to package the above course with additional TAFE NSW courses, please nominate the courses below. You may only apply for one of the packages  
listed at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 NSW course number TAFE NSW course name

Second course

Third course

* Only available for some courses. See tafensw.edu.au/international

TAFE NSW DEGREE COURSES
Please indicate the TAFE NSW Degree course you wish to study and your preferred location. Refer to our website: tafensw.edu.au/international

Starting month   February   July Start year  
TAFE NSW course number TAFE NSW course name Location preference 1 Location preference 2

UNIVERSITY DEGREE COURSES
If you wish to apply for a TAFE NSW to University package, please nominate the university course below and complete a separate university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forms and information about partner universities and courses are available at tafensw.edu.au/international 

University course number University course name Location preference 1 Location preference 2

Preferred English Language Centre location:ENGLISH LANGUAGE COURSES
I wish to enrol in a TAFE NSW English course before I commence m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course for the following number of weeks:

  5 weeks   10 weeks   15 weeks   20 weeks   25 weeks

  30 weeks   35 weeks   40 weeks   45 weeks   50 weeks

Start month (MM/YYYY)  
 
/ 

Note: The number of weeks is subject to assessment by TAFE NSW

SECTION 4 – COURSE CHOICES

TAFE NSW INTERNATIONAL STUDENT APPLICATION FORM 

A

B

C

D

Please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in English and print clearly in CAPITAL LETTERS.

Please send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and supporting documents to  
intadmissions@tafensw.edu.au

  Coffs Harbour
 (North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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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 EMERGENCY CONTACT DETAILS 
Please provide the contact details of a family member or friend we can contact in an emergency.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provide parent contact details.

         Surname or family name  Given name(s)  

 Number and street 

 Suburb/town/city  Postcode/ZIP  

 Country  Relationship  

 Hom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Mobil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n email address is mandatory so  

we can send them correspondence)
  

 

SECTION 6 – VISA AND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Do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visa?     Yes     No If yes, what visa type?    

Expiry date
(DD/MM/YYYY)  

 
/ 

 
/ 

Where will you lodge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In Australia     Outside of Australia 

Have you been refused a visa from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for any reason?     Yes     No 
If yes, you will be asked to provide full details  
and copies of any documents.

Do you already have OSHC cover?     Yes     No If yes, name of current provider?  Expiry date
(DD/MM/YYYY)  

 
/ 

 
/ 

If no, please tick  the type of OSHC that you require:     Single     Couple     Family (one/both parents with one or more children) 

SECTION 7 – EDUCATION 
(a) Education summary

Please list details of your previous education and training (high school, tertiary) which will be used to assess your eligibility for your course of study. 
Please attach certified copies of full academic transcripts.

HIGHEST QUALIFICATION/LEVEL OF STUDY

Qualification  
(eg. A-Levels, Year 12, Diploma, Degree etc) Institution name Country Year finished

 

(b) Current studies in Australia
Are you currently studying in Australia?     Yes     No 

If yes, please complete the details below and provide a copy  
of your currently held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s  

Institution name    Course    
Date started
(DD/MM/YYYY)    

End date
(DD/MM/YYYY)     

SECTION 8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is a process for giving candidates credit for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working and learning. It can be gained at any 
stage of their live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Australia or overseas, through work or other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Are you applying for RPL?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transcripts and details of courses  
e.g. syllabus documents, details and references on work experience  

SECTION 9 – HOMESTAY AND ARRIVAL SERVICES
 

SECTION 10 – DISABILITY SUPPORT
Do you have a disability that requires TAFE NSW to assist you in your learning environment?     Yes     No Please refer to Terms and Conditions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years
International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ppropriate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for their period of study in Australia.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 NSW resident guardian/carer. Parents must nominate one of the following accommodation and welfare options:

   
I will nominate a guardian who is a suitable relative resident in NSW who will act in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child.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website: www.homeaffairs.gov.au/Trav 

 
  I request that TAFE NSW arrange Homestay, guardianship and airport pickup.  
Fees apply, see:  tafensw.edu.au/international

SECTION 5 – EMERGENCY CONTACT DETAILS 
Please provide the contact details of a family member or friend we can contact in an emergency.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provide parent contact details.

         Surname or family name  Given name(s)  

 Number and street 

 Suburb/town/city  Postcode/ZIP  

 Country  Relationship  

 Hom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Mobil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n email address is mandatory so  

we can send them correspondence)
  

 

SECTION 6 – VISA AND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Do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visa?     Yes     No If yes, what visa type?    

Expiry date
(DD/MM/YYYY)  

 
/ 

 
/ 

Where will you lodge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In Australia     Outside of Australia 

Have you been refused a visa from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for any reason?     Yes     No 
If yes, you will be asked to provide full details  
and copies of any documents.

Do you already have OSHC cover?     Yes     No If yes, name of current provider?  Expiry date
(DD/MM/YYYY)  

 
/ 

 
/ 

If no, please tick  the type of OSHC that you require:     Single     Couple     Family (one/both parents with one or more children) 

SECTION 7 – EDUCATION 
(a) Education summary

Please list details of your previous education and training (high school, tertiary) which will be used to assess your eligibility for your course of study. 
Please attach certified copies of full academic transcripts.

HIGHEST QUALIFICATION/LEVEL OF STUDY

Qualification  
(eg. A-Levels, Year 12, Diploma, Degree etc) Institution name Country Year finished

 

(b) Current studies in Australia
Are you currently studying in Australia?     Yes     No 

If yes, please complete the details below and provide a copy  
of your currently held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s  

Institution name    Course    
Date started
(DD/MM/YYYY)    

End date
(DD/MM/YYYY)     

SECTION 8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is a process for giving candidates credit for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working and learning. It can be gained at any 
stage of their live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Australia or overseas, through work or other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Are you applying for RPL?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transcripts and details of courses  
e.g. syllabus documents, details and references on work experience  

SECTION 9 – HOMESTAY AND ARRIVAL SERVICES
 

SECTION 10 – DISABILITY SUPPORT
Do you have a disability that requires TAFE NSW to assist you in your learning environment?     Yes     No Please refer to Terms and Conditions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years
International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ppropriate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for their period of study in Australia.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 NSW resident guardian/carer. Parents must nominate one of the following accommodation and welfare options:

   
I will nominate a guardian who is a suitable relative resident in NSW who will act in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child.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website: immi.homeaffairs.gov.au 

 
  I request that TAFE NSW arrange Homestay, guardianship and airport pickup.  
Fees apply, see: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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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1 -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ASSESSMENT 
 
 
This section helps TAFE NSW assess whether you meet the Australian Government’s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criteria. It is important that the section is cor-
rectly completed and that all required documentation is attached. See: www.homeaffairs.gov.au/StudyinginAustralia/Documents/direction-no-69.pdf

If you (i) a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from outside Australia and (ii) you are required by DHA to provide proof of funds with your visa application, you must then 
complete this section through a TAFE NSW Representative. TAFE NSW may at its discretion require applicants from other countries also to apply through a representative.  
(Please check DHA requirements at: www.homeaffairs.gov.au/trav/visa-1/500- Find TAFE NSW representatives at: tafensw.edu.au/international)

Offer letters will be issued only if TAFE NSW considers that you meet the GT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assessment of this section, TAFE NSW may interview you as 
part of the GTE assessment process. 

If the space provided below is not enough please provide your answers on a separate sheet.

1.  Is this course available in your home country? Explain why you would like to study in Australia and not in your home country or in any other country? Please include  
    any independent research you may have taken to come to this decision? 

2.  Explain why you have chosen to study at TAFE NSW and not with any other provider? Please include any independent research you may have taken to  
     come to this decision?  Also, include research on the location of your preferred campus and living arrangements? 

3.  Explain the value of the TAFE NSW course to your career and how it relates to your previous education and (if applicable) previous employment?  
     Please include your career plan? 

4.  Discuss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your home country and expected income? How does the expected income justify the cost of studying this course  
     in Australia?

SECTION 5 – EMERGENCY CONTACT DETAILS 
Please provide the contact details of a family member or friend we can contact in an emergency.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provide parent contact details.

         Surname or family name  Given name(s)  

 Number and street 

 Suburb/town/city  Postcode/ZIP  

 Country  Relationship  

 Hom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Mobile phone number
(include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n email address is mandatory so  

we can send them correspondence)
  

 

SECTION 6 – VISA AND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Do you hold a current Australian visa?     Yes     No If yes, what visa type?    

Expiry date
(DD/MM/YYYY)  

 
/ 

 
/ 

Where will you lodge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In Australia     Outside of Australia 

Have you been refused a visa from any country including Australia for any reason?     Yes     No 
If yes, you will be asked to provide full details  
and copies of any documents.

Do you already have OSHC cover?     Yes     No If yes, name of current provider?  Expiry date
(DD/MM/YYYY)  

 
/ 

 
/ 

If no, please tick  the type of OSHC that you require:     Single     Couple     Family (one/both parents with one or more children) 

SECTION 7 – EDUCATION 
(a) Education summary

Please list details of your previous education and training (high school, tertiary) which will be used to assess your eligibility for your course of study. 
Please attach certified copies of full academic transcripts.

HIGHEST QUALIFICATION/LEVEL OF STUDY

Qualification  
(eg. A-Levels, Year 12, Diploma, Degree etc) Institution name Country Year finished

 

(b) Current studies in Australia
Are you currently studying in Australia?     Yes     No 

If yes, please complete the details below and provide a copy  
of your currently held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s  

Institution name    Course    
Date started
(DD/MM/YYYY)    

End date
(DD/MM/YYYY)     

SECTION 8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is a process for giving candidates credit for skills,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through working and learning. It can be gained at any 
stage of their live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Australia or overseas, through work or other activities such as volunteering.

Are you applying for RPL?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certified copies of academic transcripts and details of courses  
e.g. syllabus documents, details and references on work experience  

SECTION 9 – HOMESTAY AND ARRIVAL SERVICES
 

SECTION 10 – DISABILITY SUPPORT
Do you have a disability that requires TAFE NSW to assist you in your learning environment?     Yes     No Please refer to Terms and Conditions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years
International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ppropriate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for their period of study in Australia.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must have a NSW resident guardian/carer. Parents must nominate one of the following accommodation and welfare options:

   
I will nominate a guardian who is a suitable relative resident in NSW who will act in matters relating to the welfare and progress of the child.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DHA) website: immi.homeaffairs.gov.au 

 
  I request that TAFE NSW arrange Homestay, guardianship and airport pickup.  
Fees apply, see:  tafensw.edu.au/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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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1 -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ASSESSMENT 
 
 
This section helps TAFE NSW assess whether you meet the Australian Government’s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criteria. It is important that the section is cor-
rectly completed and that all required documentation is attached. See: immi.homeaffairs.gov.au/Visa-subsite/files/direction-no-69.pdf

If you (i) are applying for a student visa from outside Australia and (ii) you are required by DHA to provide proof of funds with your visa application, you must then 
complete this section through a TAFE NSW Representative. TAFE NSW may at its discretion require applicants from other countries also to apply through a representative.  
(Please check DHA requirements at: immi.homeaffairs.gov.au/visas/web-evidentiary-tool Find TAFE NSW representatives at: tafensw.edu.au/international)

Offer letters will be issued only if TAFE NSW considers that you meet the GT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assessment of this section, TAFE NSW may interview you as 
part of the GTE assessment process. 

If the space provided below is not enough please provide your answers on a separate sheet.

1.  Is this course available in your home country? Explain why you would like to study in Australia and not in your home country or in any other country? Please include  
    any independent research you may have taken to come to this decision?

2.  Explain why you have chosen to study at TAFE NSW and not with any other provider? Please include any independent research you may have taken to  
     come to this decision?  Also, include research on the location of your preferred campus and living arrangements?

 

3.  Explain the value of the TAFE NSW course to your career and how it relates to your previous education and (if applicable) previous employment?  
     Please include your career plan?

 

4.  Discuss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your home country and expected income? How does the expected income justify the cost of studying this cours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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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your last studies occurred more than six months ago, please explain what you have been doing since that date.      

6.  Please check student visa financial requirements at homeaffairs.gov.au/trav/stud/more/student-visa-living-costs-and-evidence-of-funds. You will be able to  
check if you are required to provide proof of financial capacity with your visa application. You can also check the evidence options and the amounts required  
under each option.

I have checked the website and understand the financial requirements for a student visa     Yes     No 

ASSESSMENT – TO BE COMPLETED BY THE TAFE NSW REPRESENTATIVE 
 
1. Applicant’s TAFE NSW course is related to their previous studies or employment       Yes     No 

2. Applicant has career goals and has researched the value of the TAFE NSW course to their future        Yes     No

3. Applicant’s knowledge of TAFE NSW, course, location and living arrangements is satisfactory            Yes     No

4. Applicant has a strong incenti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nd does not have strong incentive to remain in Australia         Yes     No

5.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of costs for them and all their family members          Yes     No

6. Applicant’s previous visa and travel history is satisfactory          Yes     No

7.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about their ability to find work and their likely income in their location         Yes     No

8. I have checked the applicant’s documents, including financial and academic documents                          Yes     No

9. I consider that this applicant meets DHA’s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criteria                           Yes     No     Recommend interview by TAFE NSW

 
I confirm that I have briefed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s parents (if applicant is under 18)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is application and that I have 
provided the applicant with relevant information on TAFE NSW and the cours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2018. 

Signature of TAFE NSW representative making recommendation   Print name 

 
       

 
Date (DD/MM/YYYY)

   
/  

/ 

Are you a registered agent with TAFE NSW?     Yes     No

          

Branch office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gent 
Representative

 Stamp

5.  If your last studies occurred more than six months ago, please explain what you have been doing since that date.   

6.  Please check student visa financial requirements at 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HowTo (in Step 2: Gather your 
documents, read the section, Evidence you have enough money for your stay). You will be able to check if you are required to provide proof of financial capacity with 
your visa application. You can also check the evidence options and the amounts required under each option.

I have checked the website and understand the financial requirements for a student visa     Yes     No 

ASSESSMENT – TO BE COMPLETED BY THE TAFE NSW REPRESENTATIVE 
 
1. Applicant’s TAFE NSW course is related to their previous studies or employment       Yes     No 

2. Applicant has career goals and has researched the value of the TAFE NSW course to their future        Yes     No 

3. Applicant’s knowledge of TAFE NSW, course, location and living arrangements is satisfactory            Yes     No 

4. Applicant has a strong incenti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nd does not have strong incentive to remain in Australia         Yes     No 

5.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of costs for them and all their family members          Yes     No 

6. Applicant’s previous visa and travel history is satisfactory          Yes     No 

7.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about their ability to find work and their likely income in their location         Yes     No 

8. I have checked the applicant’s documents, including financial and academic documents                          Yes     No 

9. I consider that this applicant meets DHA’s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criteria                           Yes      No      Recommend interview by TAFE NSW

 
I confirm that I have briefed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s parents (if applicant is under 18)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is application and that I have 
provided the applicant with relevant information on TAFE NSW and the cours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2018. 
 
Signature of TAFE NSW representative making recommendation    

 

Print name

 

Date (DD/MM/YYYY)
   

/  
/ 

Are you a registered agent with TAFE NSW?     Yes     No

          

Branch office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gent 
Representative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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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INTERNATIONAL
TERMS AND CONDITIONS

STUDY OPTIONS FIRST PAYMENT DUE DATE SECOND PAYMENT DUE DATE

VET onl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VET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if applicable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VET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if applicable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TAFE NSW Higher 
Education only

One semester of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TAFE NSW  
Higher Education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TAFE NSW Higher 
Education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 50 percent of tuition fees will be charged for courses less than 12 months duration and more than six months duration.

 

Your application to enrol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ill be assessed by TAFE NSW. An offer will be issued to you only if you meet admission 
requirements, including academic, English language and student visa requirements as assessed by TAFE NSW.
TAFE NSW defines a study period as the following:

 � A standard Vocational semester consists of two terms, with a total of 18 teaching weeks.
 � A standard Higher Education semester consists of two terms, with a total of 15 teaching weeks. 
 � English language courses are delivered in five-week sessions.

All fees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shown in Australian Dollars (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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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 your last studies occurred more than six months ago, please explain what you have been doing since that date.   

6.  Please check student visa financial requirements at 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tudent-500#HowTo (in Step 2: Gather your 
documents, read the section, Evidence you have enough money for your stay). You will be able to check if you are required to provide proof of financial capacity with 
your visa application. You can also check the evidence options and the amounts required under each option.

I have checked the website and understand the financial requirements for a student visa     Yes     No 

ASSESSMENT – TO BE COMPLETED BY THE TAFE NSW REPRESENTATIVE 
 
1. Applicant’s TAFE NSW course is related to their previous studies or employment       Yes     No 

2. Applicant has career goals and has researched the value of the TAFE NSW course to their future        Yes     No 

3. Applicant’s knowledge of TAFE NSW, course, location and living arrangements is satisfactory            Yes     No 

4. Applicant has a strong incenti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nd does not have strong incentive to remain in Australia         Yes     No 

5.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of costs for them and all their family members          Yes     No 

6. Applicant’s previous visa and travel history is satisfactory          Yes     No 

7. Applicant has realistic expectations about their ability to find work and their likely income in their location         Yes     No 

8. I have checked the applicant’s documents, including financial and academic documents                          Yes     No 

9. I consider that this applicant meets DHA’s Genuine Temporary Entrant (GTE) criteria                           Yes      No      Recommend interview by TAFE NSW

 
I confirm that I have briefed the applicant and the applicant’s parents (if applicant is under 18)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is application and that I have 
provided the applicant with relevant information on TAFE NSW and the cours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2018. 
 
Signature of TAFE NSW representative making recommendation    

 

Print name

 

Date (DD/MM/YYYY)
   

/  
/ 

Are you a registered agent with TAFE NSW?     Yes     No

          

Branch office      

Phone number
(including country code)    +   

Email address    

Agent 
Representative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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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PTIONS FIRST PAYMENT DUE DATE SECOND PAYMENT DUE DATE

VET onl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VET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if applicable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VET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VET tuition fee)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if applicable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VET + TAFE NSW 
Higher Education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2,000 VET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VET tuition 
fees

3 weeks before VET 
course commencement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TAFE NSW Higher 
Education only

One semester of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OMBINED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 TAFE NSW  
Higher Education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students studying less than 10 weeks of English must 
pay one semester of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COMBINED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 TAFE NSW Higher 
Education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s 
+ $4,500 non-refundable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Balance of semester’s Higher 
Education tuition fees

3 weeks before Higher 
Education course 
commencement

* 50 percent of tuition fees will be charged for courses less than 12 months duration and more than six months duration.

 

Your application to enrol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ill be assessed by TAFE NSW. An offer will be issued to you only if you meet admission 
requirements, including academic, English language and student visa requirements as assessed by TAFE NSW.

TAFE NSW defines a study period as the following:

 § A standard Vocational semester consists of two terms, with a total of 18 teaching weeks.
 § A standard Higher Education semester consists of two terms, with a total of 15 teaching weeks. 

 § English language courses are delivered in five-week sessions.
All fees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shown in Australian Dollars (AUD).

1 REVIEW OF TUITION FEES
TAFE NSW reserves the right to review its fees and charges. Fees are 
subject to annual review. If tuition fees are changed you will be required 
to pay the new fee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emester. If 
you defer your course, you will be required to pay the fees applicable at 
your new commencement date.

Fee increases for students who have accepted an offer of enrolment, 
or who re-enrol in the same course or a new course within a package of 
courses will be limited to a maximum of 10 percent of the original fee.

2 VARIATION OF TUITION FEES
I. Vocational courses
If you are required to repeat units or to re-sit assessments during the 
standard duration of your course (as indicated by your e-Confirmation 
of enrolment), then additional fees may apply. The additional fees will 
be the same as those applicable to domestic students repeating units 
or re-sitting assessments.

If you extend the original duration of your course or are granted a 
variation to your study load due to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if 
the number of hours of study is less than 50 percent of a standard 
semester load, a pro-rata fee will apply. However, if the number of hours 
of study is equal to or more than 50 percent of a standard semester 
load, a full semester fee will apply.

II. Higher Education courses
If, in a semester, you are approved to enrol in less than a standard 
semester load, fees will be charged on a per-subject basis.

Such approvals will be given only where you obtain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or are exempted from certain subjects in a semester 
or where your study load is reduced as part of an academic 
intervention strategy.

3 TAFE NSW VOCATIONAL, HIGHER EDUCATION AND PACKAGED 
PROGRAMS
I. Payment of fees

 § New students must pay the registration fee,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if applicable),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 (OSHC) for the length of 
the visa, and the course tuition fees by the due date stated in the letter 
of offer. This must be paid prior to the start of the course.

 § If a TAFE NSW Diploma is packaged with a Higher Education course then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pay a non-refundable course fee of $4,500. 
This fee will be used towards the Higher Education component of their 
package.

 §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payment arrangements before 
commencement for new students for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courses or packages of English language, Vocational and/or Higher 
Education courses.

PA
GE

 5
 O

F 
8

Updated: February 2019



TAFE NS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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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ition fees f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and packaged 
programs are payable within four weeks of receipt of an offer to 
study at TAFE NSW. If you apply within four weeks of the course 
commencement date, the fees are payable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of the offer letter.

 § Continuing English language students (with offers of more than 25 
weeks) must pay the balance of their tuition fee for their English 
language course of study by the due date on their additional fee 
statement (two week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tudy 
period) or a late payment fee of $200 will apply. Failure to pay the 
fees may lead to cancellation of enrolment. Academic results will be 
withheld when fees are outstanding.

 § Continuing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students must 
pay the tuition fee for their next study period by the due date on their 
fee statement (two week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tudy period) or a late payment fee of $200 will apply. Failure to pay 
the fees may lead to cancellation of enrolment. Academic results will 
be withheld when fees are outstanding.

 § Continuing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students 
under compassionate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may apply to 
pay the tuition fee in instalments. If the request is approved then an 
instalment fee of $200 will apply.

II. Change of course/location and fees
 § Once an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 (eCoE) has been issued 

to you and you wish to change your course or location before or during 
the course period, an application to change course/location must be 
lodged with TAFE NSW. Approval of the application is not guaranteed.

 § Where your change of location/course application is approved, and 
a higher tuition fee applies, you must pay the difference in these 
fees before you can be enrolled in the new course or at the new 
location.

 § If a lower fee applies for the same/different location/course at the same/
second location, you can either apply for a refund of the excess fee or 
the excess will be carried forward as a credit to next semester fee.

III. Refund policy f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Course only 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Course component of a packaged program

 § This refund policy will apply only when TAFE NSW has issued you with 
an eCoE,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or have not submitted your 
application for a student visa.

 § There is no refund for days designated as Australian/NSW public holidays.
 § Processing fee, application/registration fee, accommodation 

placement fee (including guardianship arrangement) and airport pick-
up fee are not refundable.

 § The tuition fee of $4,500 paid towards the TAFE NSW Higher Education 
component of a package is non-refundable upon the acceptance of 
the offer, except in the case of a visa refusal.

Tuition fees paid are not refundable if:
 § A student fail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enrolment at TAFE NSW.
 § A student breaches any of the visa requirements of his or her visa as 

impos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 A student requests a transfer to another provider prior to the 

completion of six months of their principal course in TAFE NSW and 
this request is not approved.

 § A student withdraws from their vocational cours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 A student withdraws from their higher education course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Census dates are listed in the Higher Education 
calendar at: tafensw.edu.au/international/enrol/how-to-apply/
academic-calendar

 § A student/parent provide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unless a 
refund is applicable under the ESOS Act).

Part or whole of the tuition fees paid are refundabl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If your application for a visa to study in TAFE NSW is refused before 
commencing a course, then a deduction of $300 or five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hichever is the lesser, will apply.

 § If you commence a TAFE NSW course before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has been processed and it is subsequently rejected, a 
pro-rata refund of tuition fees paid will be made.

 § TAFE NSW will refund 9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if you 
withdraw from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four 
weeks (28 days) or more before course semester commencement.

 § TAFE NSW will refund 8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if you 
withdraw from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within the final four weeks (28 days) before the course semester 
commencement.

 § TAFE NSW will refund 75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for a 
vocational course where you:

(a)  Receive an offer for an undergraduate course which is not offered by 
TAFE NSW Higher Education in an Australian university immediatel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NSW Higher School Certificate; and

(b)  Withdraw from the course no later than 14 days after the start 
date to take up your place in a higher education degree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tuition of the semester fee paid from 
the date of becoming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if you have been granted permanent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tuition of the semester fee paid from the date 
of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and minus 
any temporary resident tuition fees if you have been granted temporary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5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for a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withdraw from the course on or after the course 
commencement but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 TAFE NSW will refund 100 percent of semester fee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less the $300 processing fee, if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n or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TAFE NSW 
will not refund any tuition fees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semester fee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from the date of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if you have been granted temporary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on or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TAFE NSW will not refund any tuition fees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become a temporary resident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IV. Refund Procedures
 § You must complete a TAFE NSW Refund Application Form and attach 

all supporting documents. The Refund Application Form is available for 
download from tafensw.edu.au/international

 § Your refund will be processed within four weeks of receipt of your 
completed refund application if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provided. 
Should TAFE NSW withdraw a location/course the student has enrolled 
in, the refund will be processed within two weeks. A written statement 
will be provided to the student to explain how the refund is calculated.

 § If you are returning home, TAFE NSW may access VEVO to confirm your 
location prior to processing the refund.

V. Deferrals
 § In a package offer, if you do not reach the level of English specified in the 

letter of offer for the vocational/Higher Education course, you may defer 
commencement of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until 
the next available intake for that course. However, if you withdraw from that 
course, TAFE NSW will refund tuition fees paid for the vocational course 
minus a $300 processing fee.

 § If you obtain a deferral of the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mponent of your combined packaged course and fail to enroll on the 
deferred start date the following will apply: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four weeks (28 days) or more before the 
original course start date then 9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ill be refunded.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within the final four weeks (28 days) 
before the original course start date then 8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ill be refunded.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after the commencement of your original 
course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a refund.

 — If you have not requested a deferral within two months of the start 
date of your course, tuition fees paid will be forfeited.

 — If there is an increase in course fees for the deferred start date you 
will be liable to pay the new semester tuition fees in order for the new 
eCoE to be issued.

VI. Suspensions
 § If you obtain a suspension to your enrol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pro-rata transfer of the remainder of the current 
semester’s tuition fee may be granted. The fee transferred, if any, will 
be held towards tuition for the semester that you are returning to as an 
international student.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y balance prior to 
resuming the studies. If you decide not to recommence studies, or you 
recommence the course as a temporary or permanent resident, no refund 
of the fees transferred will be made.

PA
GE

 6
 O

F 
8

Updated: February 2019



5 TAFE NSW ENGLISH LANGUAGE COURSE FEES AND REFUNDS
I. Payment of Fees

 � New students must pay the application fee,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applicable) and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 (OSHC) for the length of 
the visa by the due date stated in the letter of offer. This must be paid prior to the start of the course.

STUDY OPTIONS FIRST PAYMENT DUE DATE SECOND PAYMENT DUE DATE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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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ition fees f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and packaged 
programs are payable within four weeks of receipt of an offer to 
study at TAFE NSW. If you apply within four weeks of the course 
commencement date, the fees are payable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of the offer letter.

 § Continuing English language students (with offers of more than 25 
weeks) must pay the balance of their tuition fee for their English 
language course of study by the due date on their additional fee 
statement (two week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tudy 
period) or a late payment fee of $200 will apply. Failure to pay the 
fees may lead to cancellation of enrolment. Academic results will be 
withheld when fees are outstanding.

 § Continuing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students must 
pay the tuition fee for their next study period by the due date on their 
fee statement (two week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tudy period) or a late payment fee of $200 will apply. Failure to pay 
the fees may lead to cancellation of enrolment. Academic results will 
be withheld when fees are outstanding.

 § Continuing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students 
under compassionate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may apply to 
pay the tuition fee in instalments. If the request is approved then an 
instalment fee of $200 will apply.

II. Change of course/location and fees
 § Once an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 (eCoE) has been issued 

to you and you wish to change your course or location before or during 
the course period, an application to change course/location must be 
lodged with TAFE NSW. Approval of the application is not guaranteed.

 § Where your change of location/course application is approved, and 
a higher tuition fee applies, you must pay the difference in these 
fees before you can be enrolled in the new course or at the new 
location.

 § If a lower fee applies for the same/different location/course at the same/
second location, you can either apply for a refund of the excess fee or 
the excess will be carried forward as a credit to next semester fee.

III. Refund policy f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Course only or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Course component of a packaged program

 § This refund policy will apply only when TAFE NSW has issued you with 
an eCoE, regardless of whether you have or have not submitted your 
application for a student visa.

 § There is no refund for days designated as Australian/NSW public holidays.
 § Processing fee, application/registration fee, accommodation 

placement fee (including guardianship arrangement) and airport pick-
up fee are not refundable.

 § The tuition fee of $4,500 paid towards the TAFE NSW Higher Education 
component of a package is non-refundable upon the acceptance of 
the offer, except in the case of a visa refusal.

Tuition fees paid are not refundable if:
 § A student fail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enrolment at TAFE NSW.
 § A student breaches any of the visa requirements of his or her visa as 

impos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 A student requests a transfer to another provider prior to the 

completion of six months of their principal course in TAFE NSW and 
this request is not approved.

 § A student withdraws from their vocational course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 A student withdraws from their higher education course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Census dates are listed in the Higher Education 
calendar at: tafensw.edu.au/international/enrol/how-to-apply/
academic-calendar

 § A student/parent provide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unless a 
refund is applicable under the ESOS Act).

Part or whole of the tuition fees paid are refundable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If your application for a visa to study in TAFE NSW is refused before 
commencing a course, then a deduction of $300 or five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hichever is the lesser, will apply.

 § If you commence a TAFE NSW course before your student visa 
application has been processed and it is subsequently rejected, a 
pro-rata refund of tuition fees paid will be made.

 § TAFE NSW will refund 9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if you 
withdraw from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four 
weeks (28 days) or more before course semester commencement.

 § TAFE NSW will refund 8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if you 
withdraw from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within the final four weeks (28 days) before the course semester 
commencement.

 § TAFE NSW will refund 75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for a 
vocational course where you:

(a)  Receive an offer for an undergraduate course which is not offered by 
TAFE NSW Higher Education in an Australian university immediatel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NSW Higher School Certificate; and

(b)  Withdraw from the course no later than 14 days after the start 
date to take up your place in a higher education degree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tuition of the semester fee paid from 
the date of becoming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if you have been granted permanent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tuition of the semester fee paid from the date 
of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and minus 
any temporary resident tuition fees if you have been granted temporary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 TAFE NSW will refund 5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for a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withdraw from the course on or after the course 
commencement but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 TAFE NSW will refund 100 percent of semester fee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less the $300 processing fee, if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n or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TAFE NSW 
will not refund any tuition fees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 TAFE NSW will refund pro-rata semester fee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from the date of becoming a temporary resident, minus a $300 
processing fee, if you have been granted temporary residency after 
your application and before or during a TAFE NSW course on or before 
the relevant census date. TAFE NSW will not refund any tuition fees paid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become a temporary resident after 
the relevant census date.

IV. Refund Procedures
 § You must complete a TAFE NSW Refund Application Form and attach 

all supporting documents. The Refund Application Form is available for 
download from tafensw.edu.au/international

 § Your refund will be processed within four weeks of receipt of your 
completed refund application if all the required documents are provided. 
Should TAFE NSW withdraw a location/course the student has enrolled 
in, the refund will be processed within two weeks. A written statement 
will be provided to the student to explain how the refund is calculated.

 § If you are returning home, TAFE NSW may access VEVO to confirm your 
location prior to processing the refund.

V. Deferrals
 § In a package offer, if you do not reach the level of English specified in the 

letter of offer for the vocational/Higher Education course, you may defer 
commencement of your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urse until 
the next available intake for that course. However, if you withdraw from that 
course, TAFE NSW will refund tuition fees paid for the vocational course 
minus a $300 processing fee.

 § If you obtain a deferral of the Higher Education and/or vocational 
component of your combined packaged course and fail to enroll on the 
deferred start date the following will apply: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four weeks (28 days) or more before the 
original course start date then 9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ill be refunded.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within the final four weeks (28 days) 
before the original course start date then 80 percent of the semester 
fee paid will be refunded.

 — If you requested a deferral after the commencement of your original 
course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a refund.

 — If you have not requested a deferral within two months of the start 
date of your course, tuition fees paid will be forfeited.

 — If there is an increase in course fees for the deferred start date you 
will be liable to pay the new semester tuition fees in order for the new 
eCoE to be issued.

VI. Suspensions
 § If you obtain a suspension to your enrol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semester, a pro-rata transfer of the remainder of the current 
semester’s tuition fee may be granted. The fee transferred, if any, will 
be held towards tuition for the semester that you are returning to as an 
international student.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y balance prior to 
resuming the studies. If you decide not to recommence studies, or you 
recommence the course as a temporary or permanent resident, no refund 
of the fees transferred will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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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FERS
I. Transfer to a TAFE NSW Higher Education Course
TAFE NSW will transfer the tuition fees from your vocational course to a 
TAFE NSW Higher Education course if you withdraw from the vocational 
course and enrol in the TAFE NSW Higher Education course within 14 
days after the semester commencement.

II. Transfer of Fees
 § If you complete your English course at TAFE NSW earlier than expected 

and there is a further general English course available at the centre, 
any remaining fees will be applied to the new course. If you enrol 
immediately in a TAFE NSW vocational course, the remainder of your 
paid English tuition fe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TAFE NSW course.

 § If you are accepted into a TAFE NSW course before you complete your 
English course, we will transfer to that course the remainder of your 
paid fees as at the end of the English course session/term in which 
you are enrolled at the time of transfer. No fees will be transferred to 
other institutions or persons.

III. Refund Procedures
 § All applications for refunds must be made in writing and must contain 

the eCoE form, receipt for course fees and certified copies of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Applications for refund can be found on 
our website: tafensw.edu.au/international

 § No refund will be paid to a third party unless the student indicates the 
name, address and bank account details of the person to whom the 
refund should be paid. If these details are not provided, the refund 
will be sent to the student’s address as indicated in Part 1 of the 
application form or the refund form.

IV. Refund Policy for TAFE NSW English Language Courses
 § A $100 processing fee applies to all refunds except when a student 

visa is refused.
 § Course fee refunds are calculated from the date a written refund 

application is received only, on the following basis:
 — The English Language Centre will refund 100 percent of the English 

language course fee paid if your application for a visa to study in 
Australia is rejected.

 — The English Language Centre will refund 100 percent of the English 
language course fee paid if the course you have enrolled in is 
cancelled by TAFE NSW.

 — The English Language Centre will refund 90 percent of the English 
language course fee paid if you withdraw from the course four 
weeks (28 days) or more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 The English Language Centre will refund 80 percent of the English 
language course fee paid if you withdraw within the final four weeks 
(28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 There will be no course fee refund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 If you provide TAFE NSW with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documents, or breach your visa conditions, no refund will be made. 
For visa conditions please refer to: immi.homeaffairs.gov.au/visas/
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see-your-
visa-conditions

 § There is no refund for days designated as Australian/NSW public holidays.
 § The processing fee, application fee, accommodation placement fee 

(including guardianship arrangement) and airport pick-up fee are not 
refundable.

II. Transfer between TAFE NSW Higher Education for Higher 
Education or TAFE NSW for Vocational Courses
Once an eCoE has been issued to you, you must remain enrolled in the 
Higher Education or vocational course for at least one semester at the 
TAFE NSW location stated in your offer of enrolment. An application for a 
change of location before completion of one semester will be approv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6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 (OSHC)
 § All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pay the visa length OSHC for 

themselves and all dependent members of their family staying with 
them in Australia.

 § If you are currently studying in Australia and wish to renew your membership 
with your provider by yourself, you must provide a copy of your health 
fund membership records showing your name, membership number, OSHC 
provider and start date/end date of policy. You should be aware of the 
benefits/coverage you purchase if you make your own arrangements.

 § TAFE NSW receives a commission from the health insurance provider for 
processing your OSHC payment.

7 INFORMATION REGARDING A DISABILITY (SECTION 10 OF THE 
APPLICATION)

 § If you have a disability, relevant information is requested to establish 
whether you require the provision of additional services or facilities not 
required by students who do not have a disability.

 § After consideration of your requirements, if the provision of these 
services or facilities would impose ‘unjustifiable hardship’, for example, 
a very high cost on TAFE NSW, your enrolment may be refused or 
additional fees may apply. You will be advised in writing of our decision.

 § The provision of additional services or facilities should not be seen as a 
guarantee of successful completion of a course. TAFE NSW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a student’s enrolment if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djustment is unsuccessful and further provision of services or 
facilities is determined as unjustifiable hardship. 

8 PROVIDER DEFAULT
 § If TAFE NSW is unable to deliver the accepted course at the agreed 

location, you will be offered a refund of the unused portion of the pre-
paid fees. The refund will be processed to you within two weeks from the 
day you are advised of the course cancellation. Alternatively, you may 
be offered enrolment in another course/location by TAFE NSW.

 § If an alternative course/location is offered, you have the right to choose 
whether you would prefer a refund of the unused course fees paid or 
to accept the place in the new course/location. If you choose to accept 
the new course/location, TAFE NSW will ask you to sign the acceptance 
of offer for the new course/location. In this case, the obligations of TAFE 
NSW would be discharged.

 § The Tuition Protection Service (TPS) is an initiative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to assist international students whose education providers 
are unable to fully deliver their course of study. The TPS ensur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are able to either complete their studies in 
another course or with another education provider or receive a refund of 
their unspent tuition fe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P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website: tps.gov.au

9 EXPECTATIONS OF TAFE NSW
TAFE NSW will:

 § Provide the student with the same level of instruction and educational 
services as normally provided to other students enrolled at TAFE NSW.

 § Provide an orientation program for the student.
 § Monitor the welfare of the student and provide counselling and ongoing 

support while the student is enrolled at TAFE NSW.

5 TAFE NSW ENGLISH LANGUAGE COURSE FEES AND REFUNDS
I. Payment of Fees
New students must pay the application fee,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applicable) and Overseas Students Health Cover (OSHC) for the length of 
the visa by the due date stated in the letter of offer. This must be paid prior to the start of the course.

STUDY OPTIONS FIRST PAYMENT DUE DATE SECOND PAYMENT DUE DATE

English language  
25 weeks or less

Ful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per statement of 
fee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English language  
more than 25 weeks*

Maximum of 50 percent of the total  
English language tuition fee

As per statement of 
fees

Balance of English 
tuition fees

2 weeks before the 
second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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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oint one or more TAFE NSW staff members to act as the point of 
contact for students who have access to up-to-date details of TAFE 
NSW’s support services for students.

 § Pay commission to an agent registered with TAFE NSW who submits 
the student’s application.

 § Monitor, record and assess the course progress of each student for 
the course in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as per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Code.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website: 
internationaleducation.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
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
National-Code/nationalcodepartd/Pages/ExplanatoryguideD10.aspx10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PARENTS

 § The student (and parent if the student is under 18 years of age) so far 
as relevant, will ensure the student complies with the following:

 § Must keep a copy of the written agreement with TAFE NSW, and 
receipts of any payments of tuition fees or non-tuition fees.

 § Must obtain a student visa and comply with student visa requirements.
 § Must commence their enrolment on the date stated on the eCoE and if 

this is not possible, notify TAFE NSW in writing within 24 hours of the 
start date on the eCoE.

 § I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Code and must comply 
with TAFE NSW enrolment conditions and requirements in respect of 
international students.

 § For Vocational courses must meet TAFE NSW course requirements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DE-DHA Course Progress Policy – refer to 
tafensw.edu.au/about/policies-procedures for the policy and procedures.

 § For Higher Education courses must meet TAFE NSW course 
requirements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TAFE NSW Higher 
Education Course Progress policy – refer to tafensw.edu.au/about/
policies-procedures for policy and procedure.

 § Must not engage in any activity that may endanger their safety or the 
safety of any other person.

 § Must ensure requirements are met and maintained for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for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 Must pay the required fees when an offer of placement is accepted 
and fees owing before the commencement of each semester or any 
date agreed by TAFE NSW.

 § Must notify TAFE NSW immediately if they wish to defer/suspend/withdraw 
from their course, or there are any changes to their visa status.

 § Must update and/or notify TAFE NSW of their residential address,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and Emergency contact details 
within seven days of arrival and of any changes to these within seven 
days of any change.

11 DISCLAIMER
TAFE NSW does not represent or guarantee that the student will:

 § be accepted for enrolment at a specific TAFE NSW location
 § successfully complete studies undertaken
 § gain entry into further tertiary studies.

TAFE NSW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unexpected interruption in 
services through events such as staff strikes, electrical failure, floods 
and other similar events and which cause a cancellation of classes. 
Fee refunds will not be provided for classes missed due to such events.

12 COMPLAINTS PROCEDURE
 § The complaints procedure contain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enrolment is available to a student in the event of a grievance in 
relation to a claimed refund. However, the written agreement, and the 
right to make complaints and seek appeals of decisions and action 
under various processes, does not affect the rights of the student 
to take action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if the Australian 
Consumer Law applies.

 § If the student has a complaint about the services provided by TAFE 
NSW, attempts should be made to resolve the problem with relevant 
staff before lodging a written complaint.

 § Full details of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dure is available at 
tafensw.edu.au/about/complaints-feedback

 § So far as possible relevant complaints will be handled upon the same 
basis as complaints from a student or parent ordinarily resident in NSW.

13 BREACH OF TERMS AND CONDITIONS
Any breach of terms and conditions may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the 
student’s enrolment and may affect the student’s visa.

14 PRIVACY AND DISCLOSURE
 § Personal information you supply and consent to being contacted about is 

to be used by TAFE NSW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a student to 
study in NSW. Provision of information is voluntary but, if not provided, the 
application may be hindered.

 § TAFE NSW will not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outside parties, other than 
as provided in the application form, unless required by law, you consent or 
it is needed to prevent serious threat to a person’s health or safety. You can 
access and corr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by contacting TAFE NSW.

 § TAFE NSW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mmonwealth 
including the TPS, or State or territory agencies, health insurance 
provider,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 pursuant to obligations under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2018 and to any 
contractor(s) engaged by TAFE NSW to provide advice o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ny aspect of TAFE NSW’s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or operation.

15 STUDENT DECLARATION
(If you are under the age of 18 this declaration must also be signed by 
your parent or guardian)

 § I/We declare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with this application form is 
correct and that I/we have read and understand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is application

 § I/We agree that I/we have read the course outline on the website: tafensw.
edu.au/international and understand the necessary pre-requisites, 
including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 I/We agree that in the event that false, inaccurat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provided, TAFE NSW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the enrolment.

 § I/We understand that the signed acceptance form, sent by TAFE NSW 
with an offer letter and fee invoice will constitute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student and TAFE NSW for the purpose of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2018.

 § I/We agree to pay the applicable tuition fees set out on tafensw.edu.au/
international  prior to the commencement and subsequent semesters of 
the nominated studies. Additionally I/we agree to be jointly or severally 
liable to the debt arising from fees owing.

 § I/We agree that when I/the student am/is accepted for enrolment in a 
TAFE NSW location, I/we must comply with and ensure that the studen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nrolment and the TAFE NSW 
Student Discipline Policy.

 § I/We understand and consent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udent to TAFE NSW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onwealth 
including the TPS, or State or territory agencies, health insurance provider,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 pursuant to obligations under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2018 and to any contractor(s) 
engaged by TAFE NSW to provide advice o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ny 
aspect of TAFE NSW’s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or operation.

 § I/We give consent for TAFE NSW to obtain the student’s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information from DHA 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any information provided by me to TAFE NSW in connection with 
my application, enrolment, payment of fees and visa matters.

 § I/We hereby consent to being contacted in connection with this application 
and any subsequent enrolment by text message, email or other electronic 
means and note that I/we may, at any time, opt out of being contacted by 
any such electronic means by contacting TAFE NSW and so advising.

 § I/We agree that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meaning of provisions of the 
English version and any translated version of this form or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to me/us, the English version is to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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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oint one or more TAFE NSW staff members to act as the point of 
contact for students who have access to up-to-date details of TAFE 
NSW’s support services for students.

 § Pay commission to an agent registered with TAFE NSW who submits 
the student’s application.

 § Monitor, record and assess the course progress of each student for 
the course in which the student is enrolled, as per the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Code.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website: 
internationaleducation.gov.au/Regulatory-Information/Education-
Services-for-Overseas-Students-ESOS-Legislative-Framework/
National-Code/nationalcodepartd/Pages/ExplanatoryguideD10.aspx10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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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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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nsw.edu.au/about/policies-procedures for the policy and procedures.

 § For Higher Education courses must meet TAFE NSW course 
requirements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TAFE NSW Higher 
Education Course Progress policy – refer to tafensw.edu.au/about/
policies-procedures for policy and procedure.

 § Must not engage in any activity that may endanger their safety or the 
safety of any other person.

 § Must ensure requirements are met and maintained for accommodation 
and welfare arrangements for students under 18 years of age.

 § Must pay the required fees when an offer of placement is accepted 
and fees owing before the commencement of each semester or any 
date agreed by TAFE NSW.

 § Must notify TAFE NSW immediately if they wish to defer/suspend/withdraw 
from their course, or there are any changes to their visa status.

 § Must update and/or notify TAFE NSW of their residential address,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and Emergency contact details 
within seven days of arrival and of any changes to these within seven 
days of any change.

11 DISCLAIMER
TAFE NSW does not represent or guarantee that the student will:

 § be accepted for enrolment at a specific TAFE NSW location
 § successfully complete studies undertaken
 § gain entry into further tertiary studies.

TAFE NSW accepts no liability for any unexpected interruption in 
services through events such as staff strikes, electrical failure, floods 
and other similar events and which cause a cancellation of classes. 
Fee refunds will not be provided for classes missed due to such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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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complaints procedure contain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enrolment is available to a student in the event of a grieva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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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make complaints and seek appeals of decisions an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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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Law 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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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 details of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dure is available at 
tafensw.edu.au/about/complaints-feedback

 § So far as possible relevant complaints will be handled upon the same 
basis as complaints from a student or parent ordinarily resident in 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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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nection with any aspect of TAFE NSW’s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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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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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student and TAFE NSW for the purpose of the ESO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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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e agree to pay the applicable tuition fees set out on tafensw.edu.au/
international  prior to the commencement and subsequent semesters of 
the nominated studies. Additionally I/we agree to be jointly or severally 
liable to the debt arising from fees 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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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NSW location, I/we must comply with and ensure that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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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e understand and consent that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udent to TAFE NSW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onwealth 
including the TPS, or State or territory agencies, health insurance provider,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 pursuant to obligations under the ESOS 
Act 2000 and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2018 and to any contractor(s) 
engaged by TAFE NSW to provide advice o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any 
aspect of TAFE NSW’s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or operation.

 § I/We give consent for TAFE NSW to obtain the student’s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information from DHA for the purposes of 
verifying any information provided by me to TAFE NSW in connection with 
my application, enrolment, payment of fees and visa matters.

 § I/We hereby consent to being contacted in connection with thi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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