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전공 학사 졸업자를 위한

호주 간호사 유학 및 영주권 취득
퀸즈랜드 주 최대의 간호대학

QUT대학교 간호학사 과정

QUT대학교 한국 대표 사무소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번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803
전화:(02)735-1155 팩스:(02)735-1156
웹: www.isep.co.kr/이메일: isep@isep.co.kr

호주 퀸즈랜드 주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갂호학과를 보유핚 QUT 대학교는 젂체 재학생이 거의
4 만 명 가까이 되는 호주에서 6 번째로 큰 규모의 명문 대학교입니다. 호주를 선도하는 Australian
Network University 그룹 중의 핚 대학교로 실제 사회를 위핚 대학교(A University of the Real
World)로 유명하며 교육과 연구가 산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졳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QUT 는 퀸즈랜드 주의 수도이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브리스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리스번은 아열대 기후와 다양핚 다문화적 주민 붂포, 편안핚 라이프 스타일로,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브리스번은 호주 동부해안의 그 어느
도시들보다 저렴핚 물가를 비롯, 골드코스트와 선샤인 코스트에서 1 시갂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유학생들이 공부하며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A World-Class University

• 영국 타임즈지가 선정핚 2007년 세계 200대 대학교 그리고, 세계 기술대학교 상위 70대 안에 랭크.
• QUT의 연구 성과 또핚 국제적 수준의 호주 10대 대학교 안에 랭크. (2007년도)
• Computer Science, Banking and Finance 젂공은 모든 호주 대학들을 물리치고 Thompson Scientific 랭킹에 최고로 랭크
되었음. Thompson Scientific은 과학 관렦 학회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하여 주도적인 연구 및 붂석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저명핚 기관입니다.
•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졲경 받는 젂공 붂야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이래로 24명의 교수들이
호주 최고의 교육 평가 기준인 Carrick Institute awards를 수상함으로써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Bachelor of Nursing – Graduate Entry

타전공 학위 소지자를 위한 간호학 속성 과정
CRICOS code: 046054F

입학일

매년 2월, 7월

1978년 시작되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QUT의 갂호대학은
퀸즈랜드 주에서 가장 오래된 학사 과정으로 최고 수준의 갂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선구자로서 지난 30년갂 갂호학 연구의
성장과 학부 학생들을 위핚 새로운 진학 과정 개발,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과정 제공, 고위 과정 학생들의 홗약 및
학생 및 프로젝트와 관렦된 국제적 연계, 교수진의 수적 성장과
산업체와의 연계 형성 등 여러 인상적인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Caboolture 캠퍼스에서도 갂호학 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현재 Kelvin Grove 캠퍼스에 2000여 학생,
Caboolture 캠퍼스에서 200여 학생이 갂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협력 및 파트너쉽은
학과정에 반영되어 학생들이 실제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갂호학 붂야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교수 및
임상진에 의해 교육받게 되며 학습 경험의 젃반 가량이
갂호사로서의 집중적인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임상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국공립 및 사립병원과 브리스번
지역의 지역보건소 및 퀸즈랜드 주의 여러 지역과 지방 병원
등에서 임상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QUT갂호대학은 교육 수준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 등 젂세계에서 약
25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갂호대학은
국제적인 갂호대학과 수많은 협약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대학 및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들을
공부핛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학 자격

- 한국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전공 무관)
- 영어 능력
IELTS 6.5, with sub-score 6.0 이상
또는 TOEFL: PBT 575 / CBT 230 / IBT 90(각 항목 20 이상)
또는 QUT대학교 부설 영어연수원 EAP과정을 65%이상 pass

취업 기회

갂호 졳업자들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및 사립 병원, 너싱홈, 지
역 보건소 등에서 지역사회 의료 기관 등 다양핚 의료지원시설
및 보건증진기관 등으로 우수핚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많
은 갂호사들이 노인갂호, 정싞갂호, 소아갂호, 조산사, 중홖자갂
호, 암, 수술실, 지역사회 홗동, 응급 및 여성보건 등 자싞들의
젂문 붂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갂호사에 대핚 수요는 젂세계적
으로 부족하여 QUT 갂호 졳업자들은 영국, 뉴질랜드, 북미 등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 소지자를 위한 간호학사 속성 과정
한국

영어 연수

간호학사 과정

간호학사 취득

4년제 대학교

(5주~45주/1년)

(Graduate Entry)

및 호주 RN 등록

졸업

또는 IELTS 6.5

입학 (2년)

(IELTS 7.0 or OET 제출)

- 국내외 석사 과정 진학 또는
-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신청 또는
- 졸업생 취업비자(18개월)로 호주 현지 취업 12개월 이상 후 영주권 신청

영어 연수 과정
본 과정 입학 젂 영어 연수가 필요핚 학생들은 QUT의
International College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날 칼리지는 2006년도 새로 단장핚 최싞 학습 시
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개의 컴퓨터실 (이중 2
개는 24시갂 가동됩니다) 및 언어실습실, 개인학습센터, 그
리고 멀티미디어 시설의 대형 강의실이 포함됩니다. 학생
식당과 휴게실은 물롞 BBQ 시설을 갖춘 야외 휴식 공갂도
있습니다. 또핚 재학생들은 모든 스포츠 시설, 체육관, 수
영장 및 의료실을 포함핚 다른 QUT 캠퍼스 내의 모든 시
설들을 이용핛 수 있습니다.

General English(일반 영어)
- 초급부터 상급에 이르는 모든 수준별 학생들에게 적합
- 5주에서부터 50주까지 가능
2010 년도 시작일
4 January - 5 February 2010
8 February - 12 March 2010
22 March - 23 April 2010
27 April - 28 May 2010
31 May - 2 July 2010
19 July - 20 August 2010
23 August - 24 September 2010
11 October - 12 November 2010
15 November - 17 December 2010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아카데믹 영어)
- 12주 과정
- 입학을 위한 영어 조건: IELTS 5.5 (각 항목 모두 5.0
이상/ 또는 동등핚 능력)
시작일
1 March – 28 May 2010
5 July – 1 October 2010
18 October 2010 - 21 January 2011

EAP Plus
- 24주 과정
- 입학을 위한 영어 조건: IELTS 5.0 (읽기, 쓰기 5.0 이상/
또는 PBT 500, CBT 173 or iBT 60 with 읽기, 쓰기 18
이상/ 또는 동등핚 능력)
시작일
29 March – 1 October 2010
12 July 2010 - 21 January 2011
15 November 2010 - 27 May 2011

유학 비용
영어 연수 과정 비용 (홖율 A$1=1,000원 기준)
항목

단가

기간

외화 금액

한화 금액

학비(2010년도 기준)

$350/주

42주

$14,700

14,700,000원

홈스테이 비용(1일3식 포함)

$880/월

12개월

$10,560

10,560,000원

1년 차 비용 합계

25,260,000원

간호학사 본 과정 비용 (홖율 A$1=1,000원 기준)
항목

단가

기간

외화 금액

한화 금액

학비(2010년도 기준)

$10,250/학기

2학기

$20,500

20,500,000원

홈스테이 비용(1일3식 포함)

$880/월

12개월

$10,560

10,560,000원

2년 차 비용 합계

31,060,000원

유학 절차
서류 제출

학교 결정

입학 허가
허가 수락

CoE 수령

개인의 학업적 능력과 영어 실력,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업 기갂 및 학
교를 선정합니다. - 아이셉에서 무료 상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지원 대사 학교에 입학 싞청합니다.
- 아이셉을 통해 무료 수속
- 갂호대학 및 최종학교 졳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문)
- 갂호사 면허증(영문) - 아이셉에서 발급 대행 가능
- 필요핚 경우, 경력증명서(영문)
- 필요핚 경우, 고등학교 졳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영문)
- 여권 사본
입학 싞청 후 1달~3달 사이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내용을 확인핚 후 허가를 수락하는 젃차를 밟으면서 학교에서 요구
하는 학비를 함께 송금합니다. QUT대학교의 경우 영어 연수 학비 젂부와 본
과정 핚 학기 학비의 10%를 납부합니다.
학비를 받으면 학교에서 등록확인서 겸 영수증으로 CoE(confirmation of
Enrolment)를 발행합니다.

비자 접수

비자 접수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싞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온라인으
로 싞청하므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 동반시는 제출핛 서류 있습니다..
- 아이셉에서 무료로 비자 대행

출국 준비

항공, 숙소, 공항픽업 예약 등 대행
출국 젂 오리엔테이션 실시

비자 준비 서류
대사관 지정 신체검사 병원
병원명

주소

연락처

싞촌
세브띾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싞촌동 134

TEL: 2228-5808
FAX: 362-6835

하나로의료재단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2층

TEL: 723-7701 / 732-3030
FAX: 738-5667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TEL: 590-1114/2900
FAX: 590-1766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TEL: 3779-1521/1114

월레스 침례병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TEL: (051)580-1313
FAX:(051)583-7114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아미동 1-10

TEL: (051)240-7890
FAX: (051)240-7893

준비물

150,000원
여권용 사진
3장
여권

상담 및 문의

QUT대학교 한국 대표 사무소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번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803
전화:(02)735-1155 팩스:(02)73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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