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FE NSW STUDY TOURS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 입니다.시드니의 웅장한
항구, 여유있는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친절한사람들이 귀하의 그룹을
위한완벽한 목적지가 될 것 입니다.
TAFE NSW 에는 다양한 단기 연수 (Study Tour)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여러분 그룹들의 필요사항이 각기 다를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TAFE NSW의Study Tour팀은여러분과 함께 고민 하여
귀하 그룹들의 필요 조건에가장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것 입니다.

ABOUT TAFE NSW
TAFE NSW - 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기관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NSW주의
가장 큰 교육기관 입니다. TAFE NSW는 정부가 소유 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STUDY TOURS (단기연수)
TAFE NSW 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 고객들에게 고품격의
단기 연수를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중요 정부 기관
단체는 물론 국제 기구, 대학, 전문대학, 중.고등 학교들로
구성 된 다양한 그룹들이며 TAFE NSW 는 그런 그룹들을
중국, 일본, 한국, 유럽,미국,태국, 베트남 등 전세계 에서
맞이 해 왔습니다.

아래에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그룹의 필요에 따라 맟춤형 으로 제공해
드릴수있습니다.

■

English language programs (영어 프로그램)
은정부 책임자들, 해외 전문가들, 대학 및 전문 대학생 들을
위한 영어 연수 프로그램 입니다.이 영어 프로그램은 여러분
그룹만 따로 영어수업을 하시거나 원하시면 다른외국 유학생
들과 함께 기존 영어 수업에 합류 하실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Technical tours (특정한 단기 연수)
는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들 또는 전문대학생들 및 대학
생 들을 위한 특정학과 단기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전문직향상 프로그램)
은 해외 교사들 및 여타 산업, 정부 대표진들
를위한 전문직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Briefings(브리핑)
은 호주 교육 제도를 비롯해,직업 교육 제도와TAFE NSW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 프로그램입니다.

■

각 그룹에 필요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해 드립니다.

■

저희 단기 연수(Study Tour)는 영어 수업, 엔지니어링,
호텔 경영학 과 같은 주제별 수업 또는 기업 및 산업체 방문
내지, 문화 유적지 방문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으
며또는 이같은 프로그램들을 결합할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저희 모든 프로그램들에는 종합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됩니다.
저희 수업들은 실무 기술 수업은 물론, 이론에도 중점
을 두고 있으며 교수진은 모두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계 전문 또한 저희 단기 연수 참가자들은 학생 지원 시설들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들 입니다.

■

저희는 영어를 포함한, 비즈니스, 병리학, 노인 간호학,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도 준비해드립니다.
건축학,마케팅, 스포츠와 레크리에리션, 유아 교육과,엔지니
어링, 호텔 경영학, 패션, 수의학, 정보기술, 관광학, 통역학
■ 시드니 및 시드니주변의 문화 탐방 및 관광 활동
이외 다양한 코스들의 학업분야는 물론 산업분야
■ 공항 마중 및 차량 이동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숙소 알선

■

■

통역 서비스.

TAFE NSW 는 귀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 및 세부 정보:
COORDINATOR INTERNATIONAL MOBILITY 연락처
Phone: +61 2 9217 3413
Email: SIStudyTours@tafensw.edu.au
Website: sydneytafe.edu.au/international-students/study-tours
Address: Building A, Mary Ann Street, Ultimo, NSW 2007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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