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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TAFE SA 미용 자격과정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 학부에
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2019년부터 호주 TAFE SA(테이프 대학, 남호
주 캠퍼스,https://www.tafesa.edu.au/)과 교육 협력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헤어디자인 자격 과정 (Certificate III in Hairdressing (National
Code: SHB30416, TAFE SA Code: TP00949) 메이크업 자격과정 (Certificate III in
Make-Up ,National Code: SHB30215, TAFE SA Code: TP00888)을 국내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호주 자격증 취득 등록비 AUD 1,500
(호주 달러)이며,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회로 분납 하도록 하겠
습니다. 비용제출은 학교에 직접 제출방식으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정은 대부분 본교와 동일하여 본교 교과 수업내에서 80%이상 진행될 예정입
니다. 수업 과정 및 결과를 온라인 포트폴리오에 저장하고 이를 호주에서 직접 평
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자격과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내
교수진과 호주 교수진들에 의해서 보충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0년 8월~9월 사이 호주TAFE SA에서 평가단이 본교를 방문하여 보충교육 및 자격
실기 과정을 평가하여 최종 자격증 취득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 학부를 믿고 자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
음을 전합니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전공별 지도 교수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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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 – 호주 자격증 등록비용

AUD1,500.

2. 제출 시기 및 금액 – 1) 1차 – 2019년 10월 600,000원
2) 2차 – 2020년

4월 나머지 금액

* 환율 변동에 따라 2차 금액은 추후 공지하도록 함
3. 제출 방법 - 학교 고지서 추후 참조 (10월 초순 발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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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전공:

학번 :

이름:(한글)
(영문)

보호자 동의서

위 학생이『2019학년도 호주 미용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참가함에 동의하며,
학생 스스로 자격과정을 이수함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자로서 책임과 의
무를 다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10 월

일

학생 보호자:

(인)

학생과의 관계:
주
연

소: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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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이름은 여권과 동일한 철자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혹여 여권이 없을 경우, 추후
여권 발급시 상기 영문이름을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