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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성공유학을 위한 고객들의 선택,

안심 위에 진심 더한 유학네트

지난 1992년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의 길을 걸어온 유학네트는 고객이

유학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가지

고객의 유학 라이프와 함께하는 든든한 유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27년간 유학 사고율 0%를 달성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

어 높은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난 해에는 국내 약 3,300여 명, 해외 부문까지

합하면 무려 1만 7,00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유학네트를 통해 전 세계 곳곳

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1등하는 회사의 유학 컨설팅

누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하나는 나 이외에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선택을 했느냐다. 많은 이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학수속률 1위를 자랑하는 유학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유학 컨설팅 능력이다. 평균 경

력 10년 이상의 국내 유일의 ‘민간 유학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100여 명의

유학네트 유학플래너들은 수만 명의 수속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

게 가장 최적화된 유학 플랜을 제공한다.

특히 국내 14개, 해외 7개 등 국내외 총 21개의 고객상담센터와 전 세계 약

1,500여 개의 초중고, 전문대, 대학(원), 영어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

과 긴밀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해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를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케어, 똑똑한 서비스로‘스마트 안심유학’실현

유학네트는 창사 이래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상담에

서부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날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안심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학네트는 고객이 편

안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신청부터 비자 접수, 항공 예약,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공항 마중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수속 및 출국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

행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첩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출국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도착 후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비보장 제도’를 통해 고객의

수속비와 학비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해외 관리 서비스

유학회사의 역할이 고객을 해외 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

면 큰 오산이다. 유학네트는 ‘스마트 안심유학’이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

업부터 현지 유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유

학 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담당 유학 플래너가 출국까지

의 업무를 담당하고 나면 출국 이후의 현지 생활은 해외 ACS(After Care 

Service) 센터의 현지 담당자가 이어받게 된다.

해외 ACS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센터가 서로 연계해 고객을 지원하는 유학네

트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의 가족까지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현지 관리 서비스로, 고객 입국 첫날 해외 ACS 담당자는 공항부터 숙

소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후 국내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무사 도착을 알리는 것

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

이후 입국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객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 또 학업이나 비자 연장 등의 추가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귀국 일정을 체크해 안전한 귀국을 돕는다. 이와는 별개로 유학

네트는 유학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내외 고객지원센터를 통

해 24시간 연락 가능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영잘못도, 내신 6등급 학생도 OK?

패스웨이를 알면 해외 명문대로 가는 길이 열린다!

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어실력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대학을 진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 패스웨이(Pathway)는 다양한 여건의 학생

들이 글로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약 1

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양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유학생 조건부 입학보

장제도인 패스웨이를 낱낱이 살펴보자.

내신 6등급, 세계대학랭킹 10위 명문대 입학!

고등학교 내신 6등급이던 강** 학생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단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적에 맞춰 국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하지만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뭔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

다고 생각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 대학 진학에 대한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패스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영어학교에서

일단 어학연수를 마친 후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 UCLA 대학교 재료공학과에

당당히 편입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패스웨이를 통해 실현하는 해외 명문대생의 꿈

해외 명문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보는 것,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는 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꿈은 꿈일 뿐’이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면 더욱 그럴 것.

물론 그 나라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학

에 입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대학들의 경우

자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진학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패스웨이다.

패스웨이는 글로벌 4년제 대학에서 자국의 학생들과 같은 입학전형을 통해서

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유학생을 위해 입학의 문턱은 확 낮추고, 차근차근 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진 예비과정이다. 따라서

패스웨이를 활용한 유학생들은 토익, 토플 등의 영어시험이나 SAT 점수 없이

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할 수 있고, 패스웨이 1년 동안 대학교 교

양 과목과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실제 2학년 진학 이후 자국 학생들과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라마다 유학생 위한 패스웨이 프로그램 마련

그렇다면, 패스웨이는 모든 나라 대학에서 모두 가능한 걸까? 나라마다 유학

생들의 입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패

스웨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소위 교육 선진국들이다.

그 중에서도 2,300여 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을 보유한 교육대국 미국은 현재

패스웨이를 활용한 대학진학 시스템이 가장 진화하는 나라. 1년 과정의 패스

웨이 과정을 마치고 해당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대학

에서 공부하고 폭 넓게 타 명문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영국은 일반 사립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사립 교육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졸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외고나

특목고 출신들은 1년 속성 A-Level을 이수하면 Top10 대학 진학의 가능성

이 높고, 그 외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Top20 대학까

지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명문대들이 많은 호주와 캐나다도 패스웨이를 통한 진학방법

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 잘 활용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

더 유명하고 우수한 글로벌 명문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



각 나라 패스웨이(대학진학) 프로그램

미국

패스웨이 수료 후 해당 대학 혹은 대학 2학년으로 진학(편입) 가능

영국

파운데이션 1년 수료 후 전공 3과목과 영어성적으로 세계 200대

영국 명문대 진학 가능

캐나다

영어학교 혹은 패스웨이 기관을 통한 패스웨이 수료 후 캐나다 명

문대 진학 가능

호주

희망하는 대학 디플로마 과정 수료 후 2학년으로 진학 가능

★ 패스웨이, 이래서 좋다! ★

• 한국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대학 입학 허가

• 영어성적(TOEFL, IELTS 등)과 SAT성적 없이도 대학 진학

• 1년의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이수 후 예정된 대학의 2학년 진학

• 글로벌 패스웨이 과정 이수 중에는 현지 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학부 과정은 현지 대학생들과도 함께 수업



유학·연수하기‘참 좋은’나라, 호주

유학플래너가 직접 전하는 팸트립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 바로 호주다. 

높은 시급으로 여비를 마련하기도 좋고,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유학·어학연수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호주 명문대부터 실용적 학문의 산실인

전문 대학교와 현지 영어학교까지 꼼꼼히 둘러보고 본 유학플래너가 추천하

는 명문대학교를 소개한다.



호주 팸트립 일정

울릉공

▶ University of Wollongong

뉴카슬

▶ University of Newcastle Sydney Campus
▶ University of Newcastle Callaghan Campus

시드니

▶ ELC Sydney
▶ Navitas Sydney City Campus
▶ Le Cordon Bleu
▶ Macquarie University
▶ UTS
▶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 Kaplan Business School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멜본

▶ Deakin University
▶ Holmesglen Institute
▶ Monash University
▶ Embassy English
▶ ILSC
▶ William Angliss Institute
▶ RMIT University

브리스번

▶ University of Queensland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
▶ TAFE QLD Brisbane
▶ EF
▶ Griffith University



시드니 최고의 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S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는 최근 발표된 2019 QS TOP UNIVERSITIES 세계 대학 랭

킹에서 세계 45위, 호주 4위에 오른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교

이다.

명성에 맞는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사 졸업생들의 초봉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호주

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1위 대학이자 호주 내에서 백만장

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다.

특히 공학, 경영학, 예술 및 의학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경영대학

의 졸업생 취업률은 90% 이상에 달한다. 한국유학생에게도 인기있는 학과

역시 경영대학이다.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해 유

학생 친화적인 대학으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가성비 최고의 유학!

뉴카슬 대학교

호주 뉴카슬에 위치한 뉴카슬 대학교는 2019 QS TOP UNIVERSITIES 세

계 대학 랭킹에서 호주 10위, 세계 214위(TOP 2%)를 차지한 수준 높은 대

학교다. 공학과 간호학 분야로 유명하며 의대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유학생

입학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 수준은 높지만, 대도시에 비해 물가가

낮고 학비(경영학 연간 AU$27,875 약 2,250만원 / 공학 AU$32,500-

35,500약 2,630-2,870만원 수준)도 저렴해 가성비 높은 유학이 가능하다. 

특히 아름다운 건축미를 뽐내는 학교 건물들은 마치 예술작품을 앞에 두고 있

는 듯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며 주황과 파랑 등 강한 컬러대비의 색체는 아름

다운 경관에 빛을 더한다. 최첨단 수업장비를 자랑하는 뉴카슬 대학교는 대형

쇼핑몰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등 편의성도 갖추고 있어 유학생에게 인기를 얻

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맥콰리 대학교

호주 노스 라이드 지역에 위치한 맥콰리 대학교는 "호주 혁신 대학

(Australia's Innovative University)" 이란 닉네임대로 호주의 아이비리

그라 불리는 호주 8대 명문대(Group of Eight)와 호각을 이뤄왔다. 호주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Macquarie Technology Park’에 자체 연구소를 보

유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유일하고 세계에 단 네 곳뿐인 NASA 부속의 우주생

물학연구소 및 호주 최초의 이집트학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 21배 크기에 달하는 교정과 최첨단, 최신식 도서관, 세미나룸

이 특히 인상적이다. 맥콰리 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300개 기업과

연계해 졸업생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교과정을 조정할 정도로 학생들의 비전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

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특히 한국 학생만을 위

한 장학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왜 호주를 유학지로 선택했나요?
현지 유학생 숏터뷰

호주의 대학들을 다니며 현지 유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그들이 호주에 온 목

적은 저마다 달랐다. 공부 과정도, 향후 계획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그들

이 호주를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만은 같았다. 바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몰

랐던 꿈을 발견하고, 뚜렷한 비전을 마주한 호주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

았다.

호주의 선진 교육으로 날마다 성장하다
UNS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엔지니어 전공, 3학년 유00 학생

“UNSW는 전공에 대한 학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수업

을 통해 실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인턴십 과

정도 의무적으로 받는 시스템이라 대학에서 사회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습니

다. 무엇보다도 대학 생활을 하며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에요.”



꿈이 분명한 사람에겐 비전이 되는 호주
퀸스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국제경제학과 2학년 김00 학생

“저는 어려서부터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디플로마 과정으로

시작해 현재 퀸스랜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외교관

이 꿈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꿈이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곳에서 꿈을

향해 도약해 보세요!”



영어연수와 동시에 비전 발견!
William Angliss Institute 호텔 매니지먼트 전공

(2017년 8월 졸업) 김00 학생

“William Angliss Institute는 교수진의 이력이 화려하고 각종 경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학업 환경도 우수하고 수업도 무척

꼼꼼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수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실

력이 자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자신감도 절로 생깁니다. 호주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영어도 불완전했습니다. 현지에서 방황하다 유학네트를 만나

고 길을 찾았어요. 영어공부는 물론 비전까지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통되는‘이것’

국제학생증의 모든 것

국제학생증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다. 

신분 증명만으로도 호텔 예약, 항공권 구입,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뿐만 아

니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학생증은 ISEC, ISIC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꼭 학생이 아니라도 발급받

을 수 있는 국제유스증과 교직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교직원증도 있다. 

국제학생증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국제학생증 ISEC과 ISIC의 차이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세계에

서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숙박, 교통, 공공시설

방문 등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지만 발급 기관에 차이가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국제학생교류센터에서 발급되며 국제학생증 ISIC는 한

국국제학생교류회에서 발급된다.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Identity CARD)는 195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된 학

생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가 1987년 공식적인 법인이 설립되면서 유럽을 포

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학생증이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

ISEC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EC가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학생증인 만큼 ISEC는 미국에서 쓰기 좋고, 

ISIC는 유럽에서 쓰기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행 전문가들은 ISEC

와 ISIC 모두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생증인만큼 혜택의 정도가 비슷

하다고 말하고 있다.

ISEC의 혜택은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나라별, 기관별로 확

인할 수 있다. ISIC의 혜택 역시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안내 페이지에서 항목

별로 확인 가능하다.

국제학생교류센터

한국국제학생교류회

http://www.isecard.co.kr/new/
https://www.isic.co.kr/


국제학생증 ISEC과 ISIC,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

국제학생증 ISEC는 학생에 대한 기준이 섬세하다. 풀타임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나누어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 풀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등록한 연수생 등을 포함한다.

파트타임 학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기간제 학교, 

평생 교육원, 학점 은행제,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생 등을 말한다. 풀타임이

든 파트타임이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동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은 무의미

하며, 더 많은 형태의 학생에게 국제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

이면 된다. ISIC는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은 없지만 주 15시간의 수업을 듣는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풀타임 학생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증 ISEC는 플라스틱 카드 외에 스마트 폰 속 모바일 카드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모바일 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 ISIC는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

행, 농협, 부산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은행 및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체

크카드 기능을 겸한 국제학생증 발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생증 ISEC는 체크카드 기능이 들어간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려면 우리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국제학생증 vs 국제유스증, 어떤 카드가 더 유리할까?

국제학생증은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는 카드이고 국제유스증은 ‘젊은이’임

을 증명하는 카드이다. 어떤 카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각기 사

용 목적이 다르고 나라별 혜택도 달라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단순 할인 혜택을 비교하면 국제학생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국제유스증은 이미 졸업했거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유스증 소지자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학생 혜택에 제한

을 두고, 나이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SEC의 국제유스증

(IYEC)은 12세 이상 만 26세 미만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으며, ISIC의 국제

청소년증(IYTC)은 만 30세 이하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호주 대학(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

유학네트는 미국 20여 개 대학교와 캐나다 40여 개 대학교, 영국 70여 개 대

학교, 호주 40여 개 대학교의 공식 입학지원처로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대학

(원) 진학을 안심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대학원 지원시

기, 지원 가능한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컨설팅, 합격 통지서를 받기까지의 모

든 과정에 공식 입학지원처 ‘유학네트’가 있다. 유학네트를 통해 진학할 수 있

는 호주 입학 지원 대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학네트가 입학 지원하는 호주 명문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 이외 희망하는 전공, 지역, 성적 등에 따라 여러 대학교로 지원 가능

호주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호주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사과정 1학

년 이상을 수료해야 하며 IELTS 6.5(Writing 6.0) / TOEFL iBT 

90(Writing 2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어 성적이 부족하다면 대

학 입학 전까지 필요한 영어 성적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입학 허가서

를 받을 수 있고 연계 영어교육기관에서 영어 연수 후 일정 레벨 이상을 수료

하면 TOEFL 점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전문대학 수료

후 호주 4년제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 파운데이션) 후 호주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도 있다.





AUSTRALIA

호주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호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교육, 연

수 및 연구를 위한 최신 실험실과 교실, 방대한 자료를 갖춘 도서관, 현대식 기

술 등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모든 교육

기관은 정부에 등록되어 교육의 질을 관리 받는다.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 호주 유학, 어떠한 장점들이 더 있을까?

1. 취업 중심, 지적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호주

호주의 대학제도는 영국식 엘리트 양성교육과 미국식 대중교육의 절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규모와 크기는 다양한데, 한 대학이 여러 개의 캠퍼스를 운

영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교과목에만 중점을 두는 작은 대학들도 있다. 호주대

학의 특징은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폭

넓은 학문이나 일반 교양과목의 강조보다는 1-2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이다.

2. 정부가 관리하는 호주 대학

호주에는 2개의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총 40여 개의 대학이 있다. 모든 대학

교들은 호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매년 호주 정부와 각 지 자체들의 엄

격한 관리 속에 있다. 이는 우수한 교육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하려는 노력이

며, 유학생 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3. 세계가 인정하는 호주 대학 교육 수준

세계 대학교 수준을 평가하는 2018 QS 세계대학랭킹 TOP 100위 대학 중 7

개(호주 전체 대학의 약 20%)가 호주 대학이며 50%의 호주 대학이 세계

400위 내에 드는 등 호주 대학의 교육 수준은 독보적이다. 우리 나라에는 단

한 명뿐이지만 호주는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는 통계 역시 호주

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세계적인 호주대학의 연구 실적

호주 대학에서 시행중인 연구 분야 중 절반 이상의 연구 실적이 세계 평균 수

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 및 개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5. 3년 만에 학사 학위 취득 가능

의학, 건축학, 법학 등의 특수전공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대학교 학사과

정은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 1학

년에 준하는 교양 및 전공기초를 공부하기 때문이다. 3년 학사 졸업으로 시간

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

6.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진학 패스웨이 프로그램 발달

공부에 대한 욕심만 있다면, 학업 및 영어성적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다양한

대학진학 패스웨이 프로그램(학부예비과정, 디플로마과정 등)을 통해 세계

에서 손꼽히는 호주 명문대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학생 목표와 비전을 존중하는 호주

호주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 5세부터 15세(Prep~Year 10)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10

학년 수료 후에는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희망에 따라 11학년으로 진학하여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전문대학(TAFE 또는 College)으로 진학하

여 취업을 도모할 수 있다.

전문대학(TAFE, College)

취업을 위한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실용적인 기술 숙련 교육을 제공하는 교

육기관이다. 수료 기간에 따라 Certificate, Diploma, Advanced 

Diploma 등 다양한 레벨의 수료증이 주어지며, 학교 및 전공에 따라 준학사

(Associate Degree) 또는 학사(Bachelor)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학

에서 제공되는 학위과정과 달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교육에 중

점을 두고 있어 전문 분야의 교육을 마친 이들도 본인의 기량을 더욱 향상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년제 대학으로

의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더 낮은 학비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학교(University - Undergraduate)

호주의 대학은 대부분 연방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이다. 2개의 사립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40여 개의 대학교가 있

으며, 질적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연방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엄격

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대학들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서로 비교되거나 상하위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대학교 교

육의 목표는 전문인 양성에 있다. 때문에 폭넓은 학문이나 교양과목의 강조보

다 1~2개의 전문분야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이며 그

외 전공에 따라 4~6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한다. 1학기 시작인 2월 말이나 3

월 초에 입학해야 하지만 2학기(7월)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University - Postgraduate)

호주의 대학원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준석사 수료과정(Graduate Certificate)

보다 집약적인 학습을 통하여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보강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과정을 수강한다.

준석사 디플로마과정(Graduate Diploma)

준석사 수료과정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나 그보다는 상위의 과정으로

대개 1년 과정이다.

석사과정(Master Degree)

수업석사(Coursework)와 연구석사(Research) 과정으로 구분되며, 수업

석사과정은 1년~18개월, 연구석사과정은 약 2년의 학업기간이 필요하다. 



석사과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호주 우등학사학위(Honours Degree)나

이에 준하는 학력(한국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전문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박사과정(Doctoral Degree)

대학에서 제공되는 최고 학력으로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박사과정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

라 상당량의 논문을 써야 하며 창의적인 연구 프로젝트 또한 수행해야 한다.



도표로 보는 호주 교육제도

나이 학교 학년

21세
이상

대학원
박사 (3~4년)

석사 (1~2년)

20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

대학교(3년)

3

19 2

18 기술전문대학
(TAFE)/ 사립전문
대학 (Colleges)

디플로마과정 1

17 수료과정 고등학교 (대학
진학준비과정)

12

16 고등학교 (Senior Secondary School) 11

15

중학교(Junior Secondary School)

10

14 9

13 8

12 7

11

초등학교(Primary School)
유치원(Kindergarten)

6

10 5

9 4

8 3

7 2

6 1

5 Kindergarten



호주 대학,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호주 대학들은 대부분 1년 2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3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도 있고, 개설 전공 중 일부만 3학기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때

문에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및 전공의 학사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

다. 

2학기제인 경우에는 2월과 7월, 3학기제인 경우에는 2월, 7월, 10월에 개강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학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대학을

결정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2월 학기

의 경우 10월 말, 7월 학기의 경우 4~5월 말이지만 대학마다 지원 마감일이

다르고 인기 전공의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지원을 해야 한다.

단계별 준비사항

학교정보 수집 및 유학시험 준비
(1년~6개월 전)

1단계 : 희망전공에 따른 학교정보 수집

희망 전공 및 지역 기준으로 유학목적, 재정능력(학비와 생활비), 학교성적, 

각종 유학 관련 시험성적 등 본인의 조건과 지원 대학들의 입학요강, 입학 난

이도, 교육여건, 교과과정, 학위취득 요건과 현황, 장학금 수혜 가능성 등 학

교정보를 수집하여 적합한 학교를 찾는다.

2단계 : 유학에 필요한 시험 준비

대학(원)유학에 필요한 시험으로 IELTS, TOEFL 등이 있으며, 지원 대학의

입학요강을 통해 입학 시 요구되는 시험종류를 확인하고 성적을 취득한다.



지원학교 선정 및 입학 지원 / 입학지원 접수 확인
(6~3개월 전)

3단계 : 지원학교 선정

입학에 필요한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3~4개 정도의 지원학교를 선정한다.

4단계 : 입학서류 준비 및 지원

대학별 입학요강에 명시된 입학지원서 및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

여 지원 마감일 전에 원본서류가 도착될 수 있도록 발송한다. 입학 지원에 필

요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입학신청서, 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IELTS 또는 TOEFL 성적표, 재정증명서,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이 요구되며, 

영어성적은 최소 3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미술(Fine Arts)이나 예술 분야, 아트 & 디자인(Art & Design) 분야의 지

원자는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음대 지원자의 경우 오디션 테이

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지원절차를 확인한 후 대학에서 요구하는 방식으

로 진행해야 한다.

5단계 : 입학지원 접수 확인

입학신청 접수가 끝나면 Application Number를 부여해주므로 이 번호를

가지고 원서 마감일까지 자신의 신청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접수되었는지 확

인해야 한다.



입학허가 통보
(3개월 전)

6단계 : 입학허가 통보

입학이 허가되는 경우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원

일로부터 4~8주 이내에 합격통지서가 발급된다. 학교에 따라 등록 여부에 대

해 일정 기간 내 회신을 요청하거나 예치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7단계 : 학비 납입 & 입학허가서 수령

학비를 납입하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입학허가서(e-CoE)가 발급된다.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3~1개월 전)

8단계 : 비자 신청 및 출국 준비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비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비자 발급

이후에는 출국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 및 보험 신청, 현지숙소 예약 등을 준비

한다. 유학네트 웹사이트(www.EduHouse.net)에서 출국 및 현지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조건, 지원서류, 지원시기는?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대학/대학원)별로 요구되는 조건, 필요서류, 지원시기

가 상이하다. 나에게 맞는 과정에 따른 자세한 지원 정보를 살펴보자.

지원조건

전문대학(TAFE, College)
• 고등학교 2학년 수료 또는 졸업 이상

• IELTS 5.5 또는 TOEFL iBT 69 이상

대학교
• 호주에서 인정하는 한국 대학 학사과정 1학년 이수 이상 또는 학부예비과

정 수료

• IELTS 6.5(Writing 6.0) 또는 TOEFL 90 iBT (Writing 20) 이상

※ 대학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 성적 우수자에 한해 바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음



대학원

수업석사학위과정(Coursework Master Degree)

• 학사(Bachelor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

• IELTS 6.5(Writing 6.0) 또는 TOEFL iBT 90(Writing 22) 이상

연구석사학위과정(Research Master Degree)

• 우등학사학위(Honours Degree)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관련 연구 경력 및 기제출된 연구 논문

• IELTS 6.5(Writing 6.0) 또는 TOEFL iBT 90(Writing 22) 이상

박사학위과정(Doctoral Degree)

• 우등학사학위(Honours Degree)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IELTS 6.5(Writing 6.0) 또는 TOEFL iBT 90(Writing 22) 이상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입학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지원서류

전문대학(TAFE, College) & 대학교
• 여권 사본

• 최종학력 증명서(성적표 및 졸업/휴학/재학증명서) 영문본

• 영어성적 증명서(IELTS, TOEFL 등)

• 포트폴리오/오디션 테이프(필요 시)

대학원
• 여권 사본

• 최종학력 증명서(성적표 및 졸업/휴학/재학증명서) 영문본

• 영어성적 증명서(IELTS, TOEFL 등)

• 2~3인의 추천서

• 경력 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

• 석사논문 요약본, 연구계획서(1,000자 내외)(필요시)

• 포트폴리오/오디션 테이프(필요시)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입학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지원시기

전문대학(TAFE, College)
학교별로 입학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비자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학 4주 전까지는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영주권

과 관련된 인기전공의 경우 조기에 마감되므로 가능한 빨리 미리 신청해둘 것

을 추천한다.

대학교 & 대학원
• 2월 학기: 전년도 10월~11월 말까지

• 7월 학기: 당해 년도 5월 말까지

학교 및 전공에 따라 2월 학기에만 입학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기 입학신청

마감일은 일반적인 기준일뿐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

이 필요하다. 또한 인기전공의 경우 조기에 마감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연구석사(Research Master Degree) 및 박사(Doctoral 

Degree) 과정의 경우 전공별 입학전형 모집일정을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한

다.



나에게 꼭 맞는 호주 대학 진학 방법을 찾았다!

학부예비과정(Foundation)을 통한 호주 대학 1학년 입학

호주는 유치원(Kindergaten)부터 10학년까지 11년이 의무교육이며, 10

학년을 마친 후 자신의 목표와 희망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진학을 위한 2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한다. 

이때 2년의 고등학교 과정에는 한국 대학 1학년에 해당하는 수준의 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바로 호주 4년제 대학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없으며, 호주 12학년에 해당하는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을 수료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이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특히 우수한 명문대학들에 진학하려면 학부예

비과정은 필수이다.

학부예비과정(Foundation) 이란?
호주와 다른 교육제도로 호주 대학에 바로 입학하기에 학력이 부족하거나 성

적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공기초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호주의 교육 방식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업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대부분 1년 과정이지만 학생

의 성적 및 입학시기에 따라 속성과정 및 연장과정 등 더 짧거나 긴 교육 옵션

도 있다.



디플로마과정(Diploma)을 통한 호주 대학 2학년 편입

호주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일반적으로 3년(일부 특수 전공은 4~6년)이며, 

학부예비과정을 포함하면 한국과 동일하게 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디플로마

과정을 이용하면 총 3년 이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입학요건은 학

부예비과정보다 약간 높다.

디플로마과정(Foundation) 이란?
디플로마는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을 마친 후 받는 준학사 정도로 볼 수 있

다. 대부분 1~2년 과정인데 4년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디자인 된 디플로마

과정은 대부분 1년 과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바로 입학

할 수 있고, 본 과정을 마치면 4년제 대학 학사과정 2학년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취득을 위한 전체 유학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학비와 생

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의 진학 방법

호주 학생들은 11학년부터 자신이 진학할 대학의 전공 분야를 결정하고 그에

연관된 기초 과목을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에는 바로 전공 학습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생이 1년 만에 호주의 대입시험을 준비하기는 여

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아 대부분의 호주 고등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의 12학년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부예비과정 또는 디플로마과정

을 거쳐 호주 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수

학부예비과정

디플로마 과정

대학교 2학년 편입

대학교 1학년 입학

영어실력이 IELTS 5.5 미만이거나 점수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영어연수과정

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인의 영어실력 및 향상속도에 따라 학업기간

이 달라진다. 학부예비과정에서 인정하는 영어교육기관에서 일정 레벨 이상

을 이수하면 추가적인 영어점수(ex. IELTS, TOEFL 등) 제출 없이 학부예비

과정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다.



※ 한국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2학년을 마치고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2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호주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현지 학생과 같이 대학교 입

학시험을 치른 후 호주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호주 고등

학교 11학년(또는 12학년) 학업을 마친 후 학부예비과정으로 진학하여 대학

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호주 고등학교 11&12학년

을 마치고 호주 대입시험을 통해 호주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방

법이다. 때문에 11학년(또는 12학년)을 마치고 학부예비과정을 통해 진학하

는 것이 더 쉽게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수

호주고등학교 11&12학년

호주대입시험

대학교 1학년 입학

학부예비과정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방법

호주는 한국과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이 호주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할 수 없다. 때문에 학부예비과정

(Foundation)을 거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디플로마과정

(Diploma)을 거쳐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을 해야 한다. 단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에 한 해 대학 1학년

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학부예비과정

대학교 1학년 입학 대학교 2학년 편입

입학 가능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고등학교 성적과 영어능력이

며, 대부분의 학부예비과정이나 디플로마과정은 IELTS 5.5 이상의 영어실력

을 요구한다. 성적 및 영어수준에 따른 3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디플로마 과정



영어: IELTS 5.5 이상 / 성적: 중하위권

학부예비과정을 거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 (총 학업기간 약 4년)

영어: IELTS 5.5 이상 / 성적: 상위권

디플로마과정을 거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 (총 학업기간 약 3년)

영어: IELTS 5.5 미만

영어연수 등을 통해 부족한 영어실력을 보충한 후 위에서 제시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학부예비과정이나 디플로마과정에서 인정하는 영

어교육기관에서 일정 레벨 이상을 이수하면 추가적인 영어점수(ex. IELTS, 

TOEFL 등) 제출 없이 학부예비과정으로 바로 입학할 수 있다.



한국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학 방법

호주 4년제 대학교들은 한국의 전문대학을 학사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전문대 졸업자들은 호주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거나

디플로마과정을 거쳐서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한국에서 전문대학 졸업

학부예비과정

대학교 1학년 입학 대학교 2학년 편입

디플로마 과정

한국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진학 방법

한국 4년제 종합대학에서 1학년까지 이수했다면 호주 4년제 대학교 1학년으

로 바로 입학할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에는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에 학점인정을 요청하여 일정 부분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학업기간을 100%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동일한 전공일 경우

최대 1년 또는 1학기 정도만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입학신청 시 혹은 입학신청 수 학과목 개요(Syllabus; 

한국 대학에서 공부한 학과목과 해당 수업내용을 영문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

를 보내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정확한 학점 인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호주 유학생 취업정책의 모든 것

호주는 대학 및 대학원과정과 같은 정규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

라 어학연수 학생들까지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

한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학업기간 동

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비용을 버는 동시에 현지 생활과 문화를 경

험하고 배울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해외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학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기 졸업생 임시 비자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후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기 졸업생 임

시 비자는 Graduate Work stream과 Post-Study Work stream, 2가지

가 있다. 이 중 1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학업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

야 한다.

Graduation Work Stream

기술전문교육대학인 TAFE 레벨을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비자

카테고리이다. 학사(Bachelor)보다 아래 단계, 즉 수료(Certificate)나 디

플로마(Diploma)를 취득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청조건

• 학력: 호주정부에 등록된 2년(교육기간이 92주 이상으로 등록) 이상의 교

육과정 수료

• 영어: IELTS 6.0(각 영역 5.0) 이상

• 나이: 만 50세 미만

• 호주 중장기 부족직업군 리스트(MLTSSL)에 포함된 직업군만 신청 가능

•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호주 내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시기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취업비자 유효기간

18개월



Post-Study Work stream

학사(Bachelor)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 카테고리이다.

신청조건

• 학력: 학사 이상의 레벨에서 호주정부에 등록된 2년(교육기간이 92주 이

상으로 등록)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학생

• 영어: IELTS 6.0(각 영역 5.0) 이상

• 나이: 만 50세 미만

• 전공(직업군)이나 기술심사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호주 내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시기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취업비자 유효기간

• 학사 혹은 수업석사(coursework) 학위 취득 시 2년

• 연구석사(Research) 학위 취득 시 3년

• 박사(Doctoral) 학위 취득 시 4년

※ 최초로 받은 호주 학생비자 발급일이 2011년 11월 5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취업에 유리한 호주 추천 전공

회계학
(Accounting)

회계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등을 전문적으

로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숫자에 강하고 꼼꼼한 성격이 기본이며, 호주에서 회

계사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 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호주

대부분의 대학들은 CPA 또는 CA와 같은 호주 회계사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 회계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는 국가고시를 통해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호주는 회계학

학위 취득과 더불어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공인 회계사(CPA, Certified Practice Account)

① 호주 회계사 협회(CPA Australia 또는 CA)에서 인증한 회계학 학사 또

는 석사과정 수료

② IELTS 7.0(각 영역 7.0)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

③ CPA 6개 과목(필수 3과목+선택 3과목) 이수 후 시험 패스

④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3년 풀타임 또는 5년 파트타임 근무 경력

①과 ②의 조건을 갖추면 호주 회계사 협회 준멤버십(Associate Member)

을 취득하게 되고, 그 후 ③과 ④의 조건을 갖추면 호주 회계사 협회 정식 멤버

십(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을 취득하고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인 회계사(CA, Chartered Accountant)

① CA 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CA 5개 과목 이수 후 시험 패스

※ 단, CA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CA 멘토(매니저급 이상)로부터 신청서에 서

명을 받아야 CA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CPA와 CA는 비슷하지만 호주에서 CA가 법인회계사로 분리되어 불리는 이

유는 호주 최대 회계법인 4곳(Big 4: PWC, Ernst & Young, KPMG, 

Deloitte)이 CA만 인정하고 고용하기 때문이다. CPA나 CA보다 아래 단계

의 회계 협회로 NIA(National Institute of Accountants)가 있는데 TAFE

에서 회계학 과정을 수료한 후 3년의 경력을 쌓으면 가입할 수 있다.

호주 회계사의 전망

회계사는 인턴십 경력과 영어 능력, 학점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취업의 문이 열려 있으며, 정식 CPA는 평균 연봉 약

AU$67,000(약 6,030만원)에 달하는 고연봉 직종이다. 또한 현재 호주 영

주권 신청이 가능한 중장기 부족직업군(MLTSSL)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위

취득과 이민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분야의 전공

중 가장 인기가 높다.



추천대학

Macquarie University

호주 최대도시 시드니(Sydney) 지역에 위치한 맥콰리 대학교는 회계학, 통

계학, 보험계리학, 무역학 등의 상경계열과 통번역학, 신문방송학 등이 유명

하다. 전세계 회계학 랭킹 60위권의 맥콰리 대학교 회계학은 호주 내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며 취업률과 학업성취도 또한 상위권에 든다.



공학
(Engineering)

공학은 호주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 중 하나로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제공된다. 특히 토목공학과 기계공학은 호주 중장기 부족직업군

(MLTSSL)에 속해 있어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높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인기가 높다. 공학 분야의 전공 중에는 4년 과정이 많지만 졸업 후에는 취업

률이 높고 고연봉을 기대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토목공학(Civil Engineer)
토목공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의 설계와 관리, 유지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도로, 항만, 터

널, 철도 등의 건설을 총괄하는 기술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다. 졸업생들은 건설, 설계 회사, 공기업, 연구원

등으로 일할 수 있다. 평균 연봉은 약 AU$72,000(약 6,480만원) 수준이다.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
기계공학자는 크고 작은 기계를 초기 단계에서 디자인/설계하며 제조산업에

서 이를 조정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 한다. 또한 여러 기계들에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고 냉장고, 세탁기, 엔진, 에어컨 시스템 등 실생활에 쓰이는 기계

들을 디자인, 분석,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평균 연봉은 약 AU$72,000(약

6,480만원) 수준이다.



광산공학(Mining Engineering)

광산업은 호주의 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산업이다. 광산공학자는 지

리 지면의 상태, 산출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출물이 경제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지리와 컴퓨터 활용, 환경과학 등 기술과 과학에 대한 폭넓

은 이해가 필요하다. 호주 내 취업률이 100%에 육박하며, 평균 연봉은

AU$117,000 (약 1억 530만원) 수준이다.

호주 공학 전망

호주는 여전히 개발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로 공학 직종은 향후에도 많은 공급

이 필요한 직종이다. 공학자들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산업은 발전 단계에 있어 많은 엔지니어

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근무환경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일정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연구 및 개발 부

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 대졸자 가운데 엔지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

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추천대학

University of Newcastle

뉴카슬 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캠퍼스, 높은 학문 수준과

최고의 학생편의 시설 등을 갖춰 유학생들에게 완벽한 학업 및 생활환경을 제

공한다. 오세아니아 대학 중 엔지니어링 연구에 강한 11개 대학의 모임의

(Go8 Deans of Engineering & Associates) 회원교로 호주 공학 분야에

서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뉴카슬대학에서 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졸업생 취업률이 높다.



IT
(Information Technology)

IT는 홈 네트워크, 통신기술, 인터넷, 이동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

디어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하는 전공이다. 회사 내 IT 관련 문제 해결과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하며, 웹사이트 개발 및 디자인, 비즈니스 지원 서버

를 구축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 중장기 부족직업군(MLTSSL)에 속해 있어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높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여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높

다. 특히 IT 분야의 회사들 대부분이 정부와 연관이 많아 취업 후 혜택이 우수

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IT 세부 전공

호주 대학에서 제공하는 IT 분야의 주요 세부 전공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네

트워크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 과정이 취업 및 영주권 획득에 유리한 편이다.

• Information System: 정보 시스템

• Business Application: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 Multi-media Design: 멀티미디어 디자인

• Network: 네트워크 시스템

• Cyber Security: 컴퓨터 보안

• System Administration: 시스템 관리

• Web System: 인터넷 시스템 관리



호주 IT 전망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형 컴퓨터 조직을 포함하여 일반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IT 분야 중

고소득 업종을 보면 Business Intelligence Manager의 연봉이

AU$92,000-AU$174,000(약 8,280만원-1억 5,660만원), 평균연봉은

약 AU$120,000(약 1억 800만원)수준이며, Program Manager의 연봉

이 AU$101,500-AU$218,500(약 9,135만원-1억 9,665만원), 평균연

봉은 약 AU$149,000(약 1억 3,410만원) 수준에 이른다. IT 분야에서 가장

저소득 업종이라 할 수 있는 Support Technician의 연봉도 AU$38,991-

AU$69,572(약 3,510만원-1억 6,261만원), 평균연봉은 약

AU$50,500(약 4,545만원)으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추천대학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시드니 공과대학교, UTS는 시드니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City University라

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한국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습 위주의 실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ATN 5개교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관련 업종의 크고 작은 회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 실제

회사들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

에 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덕분에 UTS의 졸

업생 취업률은 호주에서 항상 상위권에 속한다. 최근 2,200억원을 들여 새로

운 빌딩을 오픈 하였고 덕분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호텔경영학
(Hospitality)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달로 호텔 및 외식경영이 발달

하게 되었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호주에서 전세계인을 상대로 세계 최고 수

준의 호텔경영 및 외식경영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다.

호주 호텔경영학의 특징

호텔경영학은 호주, 미국, 스위스 등의 국가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호주는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인기가 높다. 대부분 학기 중에 인턴십이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 실제 4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다.

호텔리어 담당업무

호텔의 업무는 크게 객실부, 식음료부, 연회부, 지원/관리부로 나뉜다. 객실

부에는 리셉션, 컨시어지, 객실 예약, 전화교환 등이 포함되며 식음료부는 바

텐더, 웨이터, 웨이츄리스와 계산/안내를 담당하는 리셉셔니스트가 있다. 사

무직인 지원/관리부서는 호텔 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매출 및 손익 계산, 

시설 안전과 보수, 직원 교육 등을 책임진다.



호텔리어 자격조건

서비스 마인드

호텔은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으로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하므로 외향적이

고 상냥한 성격과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업무 능력이

필요하다.

단정한 용모

호텔을 대표하는 얼굴이므로 늘 단정한 옷차림과 매무새로 깔끔하게 유지해

야 한다.

외국어 실력

호텔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실력은 필수적이며 영어 외 기본 추가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다면 플러스가 된다.

호주 호텔경영학 전망

호주의 호텔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취업률 또한 높다. 호텔

과 리조트를 포함하여 관광업, 세계적 레스토랑 체인, 항공, 엔터테인먼트 산

업, 서비스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호주 내 호텔 매니

저(Hotel Manager)의 평균연봉은 AU$61,684, 총지배인(General 

Manager)의 평균연봉은 AU$81,070 수준이다.



추천대학

Griffith University

그리피스 대학교는 호텔관광분야에서 세계 9위(2017 QS 분야별 세계대학

랭킹), 호주에서는 부동의 1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

도 없다.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한 대학으로 특히 한국 내 졸업생들의 동문활

동이 매우 활발하다. 한국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졸업생들이 전세계의 호텔관

광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한 인적 네트워크는 취업과 커리어 성

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간호학
(Nursing)

호주 간호학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첫째 간호학과 졸업 후 정식 간호사

(Registered Nurse. RN)로 등록 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호

주 정식 간호사 등록 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

로 한국 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급여와 근무환경이 훨씬 좋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 간호사 vs 호주 간호사

한국 간호사 호주 RN(Registered Nurse)

조건 4년제 간호대학 졸업
Bachelor of Nursing 졸업
IELTS 7.0(각 영역 7.0) 이상

등록 시험
대한 간호 협회에서 주관하는 간호
사 면허시험

없음

등록 기관 대한 간호 협회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담당 업무 의사 처방을 수행 및 진료 보조
감독 없이 스스로 책임 하에 간호 업무
수행 (전문 관리 필요한 환자 관리, 약
물 치료 관리 등)



호주 간호사 전망

호주 간호사 고용인원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률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환경에 은퇴하는 호주 간호사의

숫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RN이 된다면 대도시

병원 취업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취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호주 간호사들의 평균 연봉은 AU$64,750 (경력 1-5년 평균연봉 약

AU$60,000)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퀸스랜드

주(Queensland)와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의 평균연봉이 가장 높

았고 빅토리아주(Victoria)의 평균연봉이 비교적 약간 낮았다.

추천대학

Western Sydney University (WSU)

세계적인 국제도시 시드니(Sydney) 서부 지역에 9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는 최근 최신 교육시설 및 우수한 교수진 및 연구진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대학이다. 우수한 교육시설 및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며, 시드니에서 약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어 생활비도 낮

은 편이다. 특히 간호학과는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 환자와

같은 고성능 마네킹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병원에서의 실습 등을 통해

전문적 경험까지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트 & 디자인
(Art & Design)

호주 예술은 호주 원주민의 예술적 유산, 영국 통치하의 역사, 세계 각지로부

터의 이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하고 복합

적인 양상을 띤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대륙 국가인 호주의 독특한 풍경(자

연환경),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의 광활함 등이 예술작품 다수에서 자

주 표현된다. 

호주의 예술 교육은 체계적이며 교육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각 학

교들은 다양한 학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트 & 디자인 분야에는 건축디자인, 공예, 순수미술, 패션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공연 디

자인, 멀티미디어와 웹 디자인, 사진,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상학 등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졸업 후 진로

디자이너, 순수미술 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귀금속 디자이너, 광고 편집 디자이너, 세트 디자인, 미디어

예술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프리랜서, 큐레이터, 아티스트, 미술

교사 등



추천대학

Monash University

모나쉬 대학교는 호주의 전통적 8대 명문대학인 Group of Eight 대학 중 하

나로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59위(호주 6위)에 오른 국제적인 명문대학

이다. 특히 Art & Design 분야 세계대학랭킹에서는 34위에 올랐다. 명문대

학인 만큼 입학을 위해서는 높은 성적과 우수한 영어실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부설교육기관인

Monash College를 설립하고 바로 대학으로 입학하기에는 성적이나 영어실

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준비과정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디플로마 Part 1 과정을 마치면 모나쉬 대학교 1학년으로, 디플로마 Part 2

를 마치면 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

RMIT University

RMIT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주의 명문 대학 중 하나로 실무중심의 실용

적 교육으로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ATN(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5개교 중 하나이다. 캠퍼스는 멜본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료(Certificate), 디플로마(Diploma), 학사

(Bachelor), 석사(Master), 박사(Doctorate) 등 다양한 레벨의 교육과정

을 제공한다. Art & Design, 공학, 건축 분야가 특히 유명하며, 기업들과 연

계하여 다양한 인턴십과 프로젝트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

져 있다.



국제적 명성과 품격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무장한

호주의 8대 명문 대학교, Group of Eight

‘Group of Eight’이란 호주 8대 명문 대학교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매

년 세계대학랭킹에서 100위권 내에 랭크 되는 등 호주 내의 지명도는 물론 국

제적인 명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이다. 1994년부터 대학 부총장들

의 비공식 네트워크로 운영되던 Group of Eight은 1999년 공식 출범하였

고 호주 명문 대학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목적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을 통한 호주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Ivy League)와 유사하지만 미국의 아이

비리그가 사립 대학교의 연맹인데 반해 Group of Eight은 국립 대학교의 연

맹이다.



Group of Eight 대학교 특징

✓ 호주 출신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을 배출

✓ 호주에서 총 대학연구과정에 대한 투자비의 70% 이상을 획득

✓ 호주 정부 법인 연구 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며 50% 이상의 보조금을 후원

받음

✓ 호주 대학 연구원의 80% 이상을 고용

✓ 호주 대학 연구자료의 80%를 출간

✓ 호주 주요 연구(Research)시설의 50% 이상을 보유

Group of Eight 회원교

호주랭킹 세계랭킹 대학명 위치

1 24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Canberra

2 39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3 42 University of Sydney Sydney

4 45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Sydney

5 48 University of Queensland(UQ) Brisbane

6 59 Monash University Melbourne

7 91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UWA) Perth

8 114 University of Adelaide Adelaide

※ 2018년 QS TOP Universities 세계 대학 랭킹 기준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위 치 호주 수도 특별구(ACT) - 캔버라(Canberra)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정치국제관계학, 지리학, 언어학, 심리학 등

호주 국립대학교, ANU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24위, 호주 1위에 선정

된 호주 최고의 대학이다. 교육시설, 연구성과, 대학랭킹, 교수진 수준 등 모

든 면에서 호주 최고라고 평가되고 있다. 호주 내 서열 1위 대학인만큼 모든

학과가 유명하지만 특히 정치국제관계학, 지리학, 언어학, 심리학으로 유명하

다. 

교수진의 80%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호주

최고의 명문대학이다. 세계연구대학모임인 IARU(International Alliance 

of Research University) 회원교로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포드 대학교, 북

경 대학교, 동경 대학교 등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



진학방법 - ANU College

ANU College는 세계 일류 명문대학인 호주 국립대학교(ANU) 진학 보장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호주 국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

며, 재학생들은 ANU 캠퍼스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NU College

의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호주국립대학교 1

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과정의 경우 모든 전공이 개설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진학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ANU College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위 치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 - 시드니(Sydney)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경영학, 회계학, 건축학, 공학, 순수예술 등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UNSW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45위, 호주 4

위의 대학으로 호주 대학교를 평가한 Good Universities Guide에서 항상

최상위 등급 대학교로 선정되는 대학이다. 경영학, 회계학, 건축학, 공학, 순

수예술 등의 분야가 유명한데, 특히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회계

학은 2018년 QS 분야별 세계 대학 랭킹 11위이며 호주에서는 매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또한 컴퓨터, 광전지, HIV/AIDS 연구, 고분자 화학 분야에

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호주 최고의 연구대학으로

연구집중대학 국제 네트워크인 Universitas 21의 회원교이며, 전 세계 250

여 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이다.



진학방법 - UNSW Global

UNSW Global은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UNSW)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UNSW 대학부설 교육기관이다. 2017년까지는 학부예비과정만

제공했으나 2018년부터 디플로마과정도 제공하며,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

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재학생들은 대학교 캠퍼스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디플로마과정은 현재 과학(Science)과 공학(Engineering) 과정만 개설

되어 있다.

※ 학부과정은 위 2가지 이외에도 4개월 과정과 15개월 과정도 있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UNSW 대학부설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Queensland (UQ)

위 치 퀸스랜드주(Queensland) - 브리스번(Brisban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의학, 생명공학, 법학, 언어학, MBA 등

퀸스랜드 대학교, UQ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48위, 호주 5위의 대학으

로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인증 받은 호주 유일의 대학이

다. 의학, 생명공학, 법학, 언어학 등이 유명하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찾는

MBA 프로그램도 매우 우수하다. 연구집중대학 국제 네트워크인

Universitas 21의 회원교로 캠퍼스 내에 130여 개의 리서치 센터 운영할 정

도로 막대한 비용을 연구에 투자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며, 졸업생들의 취업률

(87.9% - 2018 QS 조사결과) 및 연봉이 높은 대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호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진학방법 - IES College

IES College는 퀸스랜드 대학교(UQ)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다. IES의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퀸스랜드 대학교 1학

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IES College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Monash University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의학, 법학, IT, 컴퓨터 과학, 예술 및 디자인 분야 등

모나쉬 대학교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59위, 호주 6위의 대학으로 학사

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10개의 학부를 통해 6,000여 개 이상의 과목과 400

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학, 법학, IT, 컴퓨터과학

분야는 호주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예술 및 디

자인 분야도 인기가 높다. 또한 다양한 복수전공학과를 제공하여 두 개 전공

의 학사학위 취득이 용이하며, 졸업생의 취업률과 초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

다.



진학방법 - Monash College

Monash College는 모나쉬 대학교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나쉬

대학부설 교육기관이다. 멜본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학부예비과

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하면 모나쉬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

로 진학이 가능하다. UNSW 대학부설 교육기관이다.

※ 일부 학과의 경우 학부예비과정 대신 디플로마과정 Part 1(8개월) 이수

한 후 Part 2(8개월)를 이수하고 보다 빠르게 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는 것

도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모나쉬 대학부설영어 MUELC의 영어과정

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WA)

위 치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 퍼스(Perth)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생명 및 농업과학, 지구 및 해양과학, 환경학, 건축학, 조경학 등

서호주 대학교, UWA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91위, 호주 7위의 세계적

인 명문 대학이다. 9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 및 농업과학, 지구 및

해양과학, 환경학, 건축학, 조경학 등이 유명하다. 2005년 헬리코박터파일로

리균 발견 및 배양에 성공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베리 마샬

(Barry Marshall)과 로빈 워렌(Robin Warren)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재

를 배출했으며, 그 이름만으로도 학생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높

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의 취업률 또한 높다.



진학방법 - Taylors College

Taylors College는 서호주 대학교(UWA)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Taylors College에서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서호주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진

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과정은 현재 상경학(Commerce)과 과학(Science) 과정만 개

설되어 있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Taylors College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Adelaide

위 치 남호주주(South Australia) - 아델레이드(Adelaid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수학, 컴퓨터공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포도주재배법 및 양조법 등

아델레이드 대학교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114위, 호주 8위의 명문 대

학이다. 수학 및 컴퓨터 관련 분야의 명성이 높으며, 건축학, 도시계획학, 포

도주재배법 및 양조법 과정이 유명하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수

많은 학자와 인재를 배출했으며, 전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Julia Gillard)

가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코넬 대학교, 싱가폴 국립대학교, 상해교통대

학교 등 세계 명문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위한 약 100여 개의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을 제공하는

등 우수한 학생지원제도로 유명한다.



진학방법 – Eynesbury (Navitas)

Eynesbury는 아델레이드 대학교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이다. 아델레이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재학생들은 대학교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ynesbury의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 시 아델레이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과정을 통해 아델레이드 대학으로 진학 시 일부 학과는 1년에 해

당하는 모든 학점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Eynesbury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Melbourne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생물학, 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

멜본 대학교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39위, 호주 2위의 세계적인 명문대

학으로 대학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을 취득한 10개교 중 하나이다. 생물학과

함께 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 보건분야가 특히 유명하며, 건축설계학, 공학, 

예술 등의 분야가 우수하다. 학부 과정의 통폐합, 학부 학생들의 타 전공과목

의무 수강, 학부 & 대학원 연계과정 신설 등 타 대학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전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Julia Gillard)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3명의 호주 총리 및 2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다.



진학방법 - Trinity College

Trinity College는 멜본 대학교 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

관이다. Trinity College에서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멜본 대

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Hawthorn English 영어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Sydney

위 치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 - 시드니(Sydney)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회계학, 법학, 의대, 음대 및 예술분야

시드니 대학교는 2019년 QS 세계대학랭킹 42위, 호주 3위에 오른 대학으로

약 1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주 최초의 대학교이다. 호주에서 가장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전공과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회계학, 법학, 의대, 그리고 음대 및 예술분야가 유명하다. 지금

까지 전 세계적으로 27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5명의 호주 총리와

3명의 노벨상 수상자 등 수많은 유명인과 인재를 키워낸 호주 최고의 명문 대

학 중 하나이다.



진학방법 - Taylors College

Taylors College는 시드니 대학교 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

육기관이다. Taylors College에서 학부예비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

드니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Taylors College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연구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무중심의 명문 대학교
ATN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of Universities)

ATN(Australian Technology Network)이란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5개 대학이 함께 모여 만든 협회이다. 이론과 학문 중심의 호주 명

문 대학교들인 ‘Group of Eight’이 있다면 ATN은 국제적인 산학협력기구

와 협력을 맺어 연구조사를 중점으로 보다 세계적이며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TN은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산업 전반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호주

산업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사회 경제 발전을 꾀한다. 호주 내 대학생 중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현재 ATN 회원교에서 공부 중이며, 호주 내 유학생

중 25%의 학생들이 ATN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호주의 5개 주

에 각각 분포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실용학문, 테크놀러지, 미래 지향적인

과정을 학습하여 졸업 후 취업률이 높으며 연봉 역시 타 대학교에 비해 높은

편이다.



ATN 대학교 특징

✓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체들이 ATN 졸업생을 선

호하며, 때문에 ATN 졸업생들은 취업률과 연봉이 타 대학 졸업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 호주 내 유학생의 25%가 ATN 학생임에 따라 ATN International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유학생들 및 졸업자들을 돕고 있다.

✓ ATN의 Human resources Working Group이 각 조직들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ustralian Technology Network 회원교

호주랭킹 세계랭킹 대학명 위치

9 160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 Sydney

12 244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 Brisbane

13 250 Curtin University Perth

15 250 RMIT University Melbourne

16 264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UniSA) Adelaide

※ 2018년 QS TOP Universities 세계 대학 랭킹 기준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위 치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 - 시드니(Sydney)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공학, 간호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디자인, 패션 등

시드니 공과대학교, UTS는 프로젝트, 실습, 인턴십,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학이다. 또한 대기업 및 산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다양한 산업훈련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제

공하여 졸업생의 만족도와 취업률이 높은 대학으로 유명하며, 약 85%의 학

생들이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개 이

상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학, 간호학, 신문방송학, 경

영학, 디자인, 패션 분야가 특히 인기가 높다.



진학방법 - UTS:INSEARCH

UTS:INSEARCH는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교육기관으로 시드니에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UTS:INSEARCH에서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드니 공과대학교 1

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UTS:INSEARCH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

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RMIT University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디자인, 패션, 건축, 공학, IT, 통번역, 경영학 등

RMIT는 호주 내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대학 TOP 10에 드는 대학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맺어진 탄탄한 산학연계를 통해 우수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제공

한다. 거의 모든 교육과정이 실체 산업체와 연계된 실습, 프로젝트, 인턴십 등

을 포함하고 있어 졸업 후 취업률도 매우 높다. 3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

을 개설하고 있으며, 아트 & 디자인, 패션, 건축, 공학, IT, 통번역, 경영학 분

야가 유명하다. 특히 아트 & 디자인 분야는 2018년 QS 분야별 세계 대학 랭

킹에서 17위에 올랐으며, 호주 내에서는 매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멜

본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건축분야가 유명한 만큼 아름답고

독특한 건물들로도 이름이 높다.



진학방법 - RMIT Pathways

RMIT Pathways는 RMIT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진학 보장 프로그램이

다. RMIT 캠퍼스 내에 제공되며 재학생들은 RMIT 캠퍼스 내 모든 시설을 이

용할 수 있다.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RMIT 1

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과정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별로 요구되는 학업 및 영어성적과

학업기간이 다양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RMIT 대학부설영어 REW의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위 치 퀸스랜드주(Queensland) - 브리스번(Brisban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경영학, 간호학, 검안학, 족병학, 창조산업(패션, 디자인, 미디어, 음악, 엔
터테인먼트 등) 계열 등

퀸스랜드 공과대학교, QUT는 경영학, 간호학, 검안학, 족병학, 그리고 패션, 

디자인, 미디어, 영화, 음악 등을 포함하는 창조산업분야가 유명하다. 특히 경

영학부는 호주 최초로 세계 1%의 대학만이 성공한 국제 비즈니스 인증 3관

왕(EQUIS, AACSB, AMBA)을 달성했으며, 간호학은 퀸슬랜드주 내 최고의

규모와 시설로 브리스번 지역 내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한다. 원하는 모든 학

생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카이스트, 고려대, 한양대, 인하대 등 한국의 명문

대학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유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 한

다.



진학방법 - QUT International College (QUTIC)

QUTIC는 QUT 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QUT 대학부설 교육기

관으로 QUT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QUTIC 학생들은 QUT 캠퍼스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UTIC에서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

공적으로 이수하면 QUT 1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과정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별로 요구되는 학업 및 영어성적과

학업기간이 다양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 간호학 디플로마과정은 IELTS 6.0(각 영역 5.5) 이상이 요구된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QUTIC 내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

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Curtin University

위 치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 퍼스(Perth)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광산학, 석유공학, 보건학, 인문학, 경영학 등

커튼 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860여 개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

고 있으며, 그 중 광산학, 석유공학, 보건한, 인문학, 경영학 등의 학과가 유명

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0여 개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스리랑카 등의 해외 캠퍼스에서도 학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교육환경과 교환학생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에서의 학업 및 인턴십 경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가질

수 있으며, 그 연장 선상으로 커튼의 졸업생들은 해외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진학방법 - Curtin College (Navitas)

Curtin College는 커튼 대학교 대학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

관으로 커튼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대학교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Curtin College에서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하면 커튼대학교 1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디플로마 Stage 1은 학부예비과정에 해당한다.

※ 디플로마 Stage 2는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별로 입학조건과 학업기간이

약간씩 다르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커튼 대학부설영어 Curtin English의 영

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위 치 남호주주(South Australia) - 아델레이드(Adelaide)

운 영 형 태 국립대학교

인 기 전 공 공학, 항공학, 간호학, 약학,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등

남호주 대학교, UniSA는 160년의 역사를 가진 남호주 최대 규모의 대학이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수렴한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학, 항공

학, 간호학, 약학, 물리치료학, 방사선학이 특히 유명하며, 특히 약대는 호주

상위 4개 약대 모임인 NAPE(National Alliance for Pharmacy) 소속으로

퀸슬랜드 대학교, 모나쉬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를 포함한 4개 대학 중 가장

저렴한 학비로 학업 가능하다. 또한 항공학의 경우 한국 항공협회와 호주 항

공협회가 연계되어 있어 한국 대학에서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진학방법 – SAIBT (Navitas)

SAIBT는 남호주 대학교(UniSA) 진학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으로 UniSA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SAIBT 학생들은 UniSA 캠퍼스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SAIBT의 학부예비과정과 디플로마과정을 성

공적으로 이수하면 UniSA 1학년과 2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 보건의학(Health Sciecne) 분야는 IELTS 6.0(각 영역 6.0) 이상이 요

구된다.

※ 공인영어시험점수가 없는 경우 남호주 대학부설 영어교육기관인

CELUSA의 영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시험점수 제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호주 주립 기술전문대학 TAFE

TAFE New South Wale (TAFE NSW)

위 치 뉴 사우스 웨일즈주(New South Wales) 전역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TAFE NSW는 1889년에 설립, 뉴 사우스 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

립기술전문대학(TAFE)으로 현지인 및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립기술

전문대학이다.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Sydney)를 포함하여 10개의 큰 기

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0개의 큰 기관 아래 130여 개의 캠퍼스를 보유하

고 있다. 100여 개가 넘는 수료과정 및 디플로마과정과 함께 일부 학사과정

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학사과정의 수를 늘여 가고 있다. 주 목적은 취업을

위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호주 유명대학들과 연계한

편입학프로그램(D2D, Diploma to Degree)도 개설하고 있다.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부설영어교육기관인 TAFE English Language 

Center(TECL)도 운영하고 있다.



TAFE South Australia (TAFE SA)

위 치 남호주주(South Australia) 전역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TAFE SA는 남호주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기술전문대학(TAFE)으로

아델레이드(Adelaide)를 포함하여 크게 7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아래 30여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의 경력, 학습 및 삶에 대한 성공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학과는 달리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지역 산업

체에서는 TAFE SA의 졸업생을 선호하며, 학생이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학교와 교수진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델레이드 지역의 비

롯하여 대부분의 남호주주가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TAFE Queensland (TAFE QLD)

위 치 퀸스랜드주(Queensland) 전역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TAFE QLD는 퀸스랜드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기술전문대학(TAFE)

으로 Brisbane, Gold Coast, East Coast, South West, North, 

SkillsTech 6개로 나뉘어 있으며, 그 아래 50여 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

다. 요리, 제빵, 호텔경영, 미용, 패션, 노인/아동복지, 스포츠, 원예, 간호, 치

기공, IT, 공학 등 200여 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들이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실용적 수업을 제공

하며, 산업체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 

퀸스랜드 지역에 위치한 모든 대학 및 호주 내 우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

고 있으며, 졸업 후 여러 연계대학으로의 편입도 가능하다. TAFE QLD 대학

부설 영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과정을 통해 공식영어시험점수 없이 입

학할 수 있다.



TAFE Western Australia (TAFE WA)

위 치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 전역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TAFE WA는 1863년에 설립, 서호주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기술전문

대학(TAFE)으로 퍼스(Perth)를 포함하여 크게 5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아래 30여 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 호텔경영, 요리, 간

호, 보건, 패션디자인, 아동/노인/사회복지, 건설, 건축, 항공, 해양, 환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260여 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수료과정, 디

플로마과정을 기본으로 경영, 패션디자인, 호텔경영, 소프트웨어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준학사과정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후 호주 내 여러

유명 대학으로 편입학도 가능하다. 유학생들을 위한 학업, 숙소, 생활, 인턴십, 

구직활동 등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Canberra Institute of Technology (CIT)

위 치 호주 수도 특별구(ACT) - 캔버라(Canberra)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기술전문대학으로 캔버라 지역의 기술전문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TAFE이다. 레이드(Reid)와 브루스(Bruce), 2개 캠퍼

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교육/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공공기관 및 회사들과 연계한 실무위주의 교육과 인턴십 기회를 활발히 제

공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요리, 제과제빵, 호텔경영, 

관광, 건축, 패션디자인, IT 분야가 특히 인기가 높다. 현장경력이 없으면 교

수진이 될 수 없을 정도이며, 모든 교수진들은 최신 기술 및 트렌드 파악을 위

해 주기적으로 현장업무를 병행한다. 특히 최근 캔버라의 개발과 성장이 매우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

도 CIT의 장점이다.



Box Hill Institute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박스힐(Box Hill Institute)은 1924년에 설립, 멜본에 위치하고 있는 주립

기술전문대학(TAFE)이다. 멜본 시내 중심에서 약 20~30분 떨어진 외곽에

캠퍼스들이 위치해 있다.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전문대학 중 하나로

다양한 직업 기술 교육과 함께 호주 내 유명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의 진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요리 및 제과제빵 실습센터, 레스토랑, 음악사업

관련 비즈니스 오피스 등 실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직업훈련센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함께 다양한 현장실습 및 인턴

십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특히 호

텔경영, 요리,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컴퓨터시스템, IT, 아동/사회복지, 음악

분야의 인기가 높다.



Holmesglen Institute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홈스글렌(Holmesglen Institute)은 1982년에 설립, 멜본에 위치하고 있

는 주립기술전문대학(TAFE)이다. ISO 9001 기준의 국제 품질보증을 획득

한 호주 최초의 기관이며, 고등학교과정부터 수료, 디플로마, 준학사, 학사과

정까지 6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이끄는 실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으로 졸업생들

이 취업률 또한 매우 높다. 특히 영주권 관련 고소득 인기전공인 건축

(Building and Construction)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배관, 건설, 

치기공, 간호학 등이 특히 인기가 높다. 호주 내 우수한 4년제 대학들과도 연

계가 되어 있어 졸업 후 타 대학 학사과정으로의 편입학도 용이하다.



Kangan Institute

위 치 빅토리아주(Victoria) -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국립기술전문대학

캉간(Kangan Institute)은 1925년에 설립, 멜본 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주

립기술전문대학(TAFE)이다. 회계, 경영, 건축, 용접/기물제작, 패션디자인, 

미용, 간호, 자동차정비, 항공정비 등이 인기가 높으며, 특히 자동차정비 부분

에서는 호주 최고임을 자타가 공인하다.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정비

교육기관으로 자동차 교육에 특화된 특별한 캠퍼스 ACE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 테스팅, 방출 테스팅 시설을 포함한 최첨단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과정에는 차량도색, 차체판금, 제작, 정과 등을 포함한

18개의 전문과정도 제공되고 있으며, 호주 내 자동차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

를 맺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인턴십 및 취업이 유리하다.



호주 인기전공 - 호텔/관광/요리 추천 전문대학

Blue Mountain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School

위 치 시드니(Sydney), 멜본(Melbourne)

운 영 형 태 사립기술전문대학

교 육 분 야 호텔경영, 이벤트

한국에서는 블루 마운틴 호텔학교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불리는 BMIHMS

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재단인 Laureate Education 산하 교육기관으로

호텔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중인 호주, 그 중에서도 시드니와 멜본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경영 및 이벤트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

으로 디플로마, 준학사, 학사과정과 함께 준석사 및 석사과정까지 제공한다. 

철저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과정 내 유급인턴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

텔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캠퍼스에서 학업 및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학금(AU$3,000-

AU$5,000)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BMIHMS의 장점이다. 최근 세계

최대규모의 글로벌 마켓 조사기관인 TNS가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졸업

생에 대한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세계 3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에

랭크 되었다.



Le Cordon Bleu

위 치 시드니(Sydney), 멜본(Melbourne), 아델레이드(Adelaide), 퍼스
(Perth)

운 영 형 태 사립기술전문대학

교 육 분 야 요리, 제과제빵, 호텔경영, 레스토랑 경영, 관광, 이벤트

르 꼬르동 블루는 189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120년 동안 요리, 제과제빵, 호텔경영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르 꼬르동 블루의 졸업장은 전 세계 비자라 불릴

정도로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졸업생들은 전세계 요리 및 호

텔관광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며 활발히 활동하면서 탄탄한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터키, 캐나다,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인도, 말

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에 총 20여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에는

시드니, 멜본, 아델레이드, 퍼스에 캠퍼스가 있다. 수료 및 디플로마뿐만 아니

라 학사 및 석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으며, 과정 내 600시간의 유급인턴십을

포함하고 있어 졸업 전 충분한 경력까지 쌓을 수 있다.



William Angliss Institute

위 치 멜본(Melbourne), 시드니(Sydney)

운 영 형 태 기술전문대학

교 육 분 야 요리, 제과제빵, 호텔경영, 관광, 이벤트, 항공승무원

윌리엄 앵글리스는 1940년에 설립되어 약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기

술전문대학이다. 호주 요리/제과제빵교육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호주 No. 1 

이다. 멜본과 시드니에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멜본 다운타운에 단

독 캠퍼스로 운영되는 멜본 캠퍼스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타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

한다. 자체 레스토랑, 주방시설, 베이커리, 실험실 등 최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론을 겸비한 산업체 연계 실습 및 인턴십으로 확실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력서에 ‘William Angliss’라는 이름만 보여도 바로 채용한다고

할 정도로 호주 내에서의 높은 명성으로 학생들의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성공

률이 높고 취업률도 매우 높으며, 졸업생의 90% 이상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

하거나 윗 단계의 학업과정으로 진학하고 있다. 호주 내 거의 모든 대규모 호

텔 및 레스토랑과 연계되어 있다.



William Blue College of Hospitality Management

위 치 시드니(Sydney)

운 영 형 태 사립기술전문대학

교 육 분 야 호텔경영, 관광경영, 요리

윌리엄 블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재단인 Laureate Education 산하 교

육기관으로 호주 최대도시이자 국제적 관광도시인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호텔/관광경영 및 요리과정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전문성 있는 교

육기관으로 디플로마, 준학사, 학사과정을 제공한다. 우수한 실습시설에서 진

행되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힐튼, 샹그리라, 더스타 등

5성급 호텔들을 비롯하여 호주 내 수많은 호텔관광분야의 산업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요리과정의 경우 최신 시설을 갖춘 실습시설과 함께 시드니 다운타

운에 자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마스터 쉐프 코리아 3 우승

자인 최광호 쉐프가 졸업한 학교로 인지도가 높으며, 호주 및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동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선택의 기회가 다양한 호주 대학원 유학

호주대학교의 석사학위(Master Degree)는 총 5가지 과정이 있다. 한국의

석사와 동일한 레벨의 석사학위는 주로 수업을 듣고 여러 개의 짧은 논문

(essay)이 요구되는 수업석사학위(Master Coursework Degree)와 수

업 없이 연구를 통한 졸업논문에 의해 학위를 받게 되는 연구석사학위

(Master Research Degree) 두 가지이다. 그리고 석사학위의 전 단계로서

준석사 수료과정(Graduate Certificate)과 준석사 디플로마과정

(Graduate Diploma)이 있고, 희망하는 전공의 석사과정으로 바로 진학하

기에 학부과정의 필수과목 이수가 부족하거나 영어실력이 약간 부족한 학생

을 위한 석사예비과정(Postgraduate Qualifying Program, PQP)을 제공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유학 개요

수업 중심(Coursework) 학위 : 수업석사, 준석사 수료, 준석사 디플로마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1.5～2년, Honours Degree(우등학사) 

소지자들은 1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1년의 석사학위도 있

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의 석사학위가 2년 과정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자신의 학사학위 전공과 다르다면 석사학위를 이수할 수 없으며, Graduate 

Diploma(준석사 디플로마과정)을 먼저 이수한 후 석사과정에 등록할 수 있

다.

연구 중심(Research) 학위: 연구석사, 박사

호주 대학 과정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학문연구가 이루어지는 최

고의 학위 과정이다. 개인의 연구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지도교수

의 지도하에 스스로 연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에 의해 학위가 수여된다. 

수업 없이 연구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가 수여되지만, 최근에는 학과나

개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진학 방법

지원조건 - 학력

호주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Bachelor Degree)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

야 한다.

석사학위(Master) 입학조건

Coursework Degree
(수업석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유의사항] 
1) 학부전공과 다를 경우 입학이 어려우며, 이런

경우 준석사 디플로마과정을 선행하면 입학 가
능

2) 수업석사학위로는 박사과정 입학 어려움

Research Degree
(연구석사학위)

우등학사학위(Honours degree) 또는 연구 경
력이 있는 일반학사학위 소지자

[유의사항] 
연구 경력이 없는 일반학사학위 소지자는 입학이
어려우며, 이런 경우 준석사 디플로마과정을 선행
하면 입학 가능

지원조건 - 영어

✓ IELTS 6.5(각 영역 6.0) 또는 TOEFL iBT 91(Writing 22) 이상

✓ 대학, 학위종류, 전공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

※ [참고] 대학부설영어학교를 통한 입학 방법

진학하려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설영어과정 수강 시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공인영어성적 제출 없이 석사과정으로 진학 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

학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유학플래너의 상담 필요)



지원서류
호주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Bachelor Degree)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

야 한다.

수업석사과정 연구석사 및 박사과정

여권사본 여권사본

최종 학력 증명서
우등학사학위(Honours Degree) 
혹은 연구 경력이 있는 일반학사학위

대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입학신청서(전형료 별도) 입학신청서(전형료 별도)

영어 성적 증명서 영어 성적 증명서

2~3인의 교수 추천서 2~3인의 교수 추천서

석사논문 요약본, 연구계획서
(1,000자 내외)

석사논문 요약본, 연구계획서
(1,000자 내외)

경력증명서(경력이 있는 경우)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연구 실적물
목록

포트폴리오/ 오디션 테이프(필요 시)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

지원시기

1. 수업석사과정은 학부와 마찬가지로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 주가 1학기

입학 시기이다. 7월의 2학기 입학도 대부분 가능하다. 1학기에 입학하려

면 전년도 10월～11월 말까지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석사 및 박사과정은 전공별 학부로 Proposal Letter를 보낸 후 입학

확인이 되면 입학지원서를 제출한다.



2019년 호주 대학교 종합 순위

양보다 질을 자랑하는 호주 대학교

호주의 대학교 수는 총 40여 개로 200개가 훌쩍 넘는 한국보다 훨씬 적은 수

이다. 그러나 세계 TOP 50개 대학 중 5개가 호주 대학이며, 호주 대학의

50%가 세계 400위 내에 드는 등 모든 대학들이 높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최근 QS TOP Universities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 대학 랭킹

에서 호주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랭킹 호주랭킹 대학명

24 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39 2 University of Melbourne

42 3 University of Sydney

45 4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48 5 University of Queensland(UQ)

59 6 Monash University

91 7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UWA)

114 8 University of Adelaide

160 9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

214 10 University of Newcastle

218 11 University of Wollongong

244 12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QUT)

250 13 Curtin University

250 14 Macquarie University

250 15 RMIT University

264 16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UniSA)

287 17 University of Tasmania

309 18 Deakin University

329 19 Griffith University

369 20 James Cook University

387 21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397 22 La Trobe University

443 23 Bond University

478 24 Flinders University

498 25 Western Sydney University



세계랭킹 호주랭킹 대학명

591-600 26 Murdoch University

601-650 27 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601-650 28 University of Canberra

651-700 29 Charles Darwin University

651-700 30 Victoria University

751-800 31 Edith Cowan University

751-800 32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801-1000 33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ACU)

801-1000 34 Charles Sturt University

801-1000 35 Southern Cross University

801-1000 36 University of New England

801-1000 37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