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호주MAKE-UP/Hairdressing Certification III 자격증 코스

운영기간: 2020학년도 (2020.03~2021.12)

자격증내용: 호주 TAFE SA와 교육연계를통한호주자격증국내취득

- 헤어 디자인자격과정: Certificate III in Hairdressing (National Code: SHB30416, TAFE SA Code: TP00949)

- 메이크업자격과정:�Certificate III in Make-Up ,National Code: SHB30215, TAFE SA Code: TP00888

대상: 뷰티 디자인학부 헤어디자인/ 메이크업전공재학생

프로그램운영방식: 뒷장참조

내용:
- 국가에서인정한직업전문학교인 TAFE 애들레이드에서인정한호주국가자격증을국내에서취득
- 호주 TAFE SA 유학가는것과같은 자격증취득
- 호주 취업시필요



2 호주자격증프로그램운영방식_<2019학번대상>

운영방식

: 메이크업과 헤어 전공의 자격증 코스는 정규 교과목과의 매칭으로 80%이상 정규 수업에서 이수되어지나 필
요 시 영어수업(이론수업관련) 과 전공 비교과 수업으로 보충되어질 예정임

<�2019.8월 >

-교과목매칭
-교수연수
(TAFE�SA�전공별
교수 2명 본교방문
/2019.0825~9.4/

<�2020.3월 >

- 학생모집설명회(2회)
- 학부모안내문발송
- 참여동의서발송

2021.4월

<�2019.9월~2020.04월 >

- 호주자격참여비용납부
(1차:�2019년 10월중,�2차:�2020년 4월)
- 참여자명단호주제출
- My�Photofolio온라인등록및교육결과물업로
드(학생들의수업내용,�과정,�결과물등을온라인
시스템업로드->자료수집)
- 고객예약홈폐이지제작및운영(2019.10월중)
- 필요시비교과수업진행

- 호주자격증신청비 AUD1500$(호주송금)
- MyPhotofolio 온라인평가 by�호주 TAFE�SA�평가단
(2020년 6월~8월,3개월간)

*온라인평가는Gap Training�오기전 3개월전부터가능)

2021.9월초

<�2019.9월초 >

- 호주평가단한국방문 (10days)
- 오프라인실기평가:�실기온라인시험
(호주관계자방문헤어/�메이크업실기시험진행)
- Gap-Trainiing 진행

*�Gap-Trainiing :�-호주법. 호주 공중위생등 호
주에 관련된 내용 및 한국과의 교과목 매칭이
힘든 내용에 대해서 호주 평가단이 2020년 9월
방문하여 Gap-Training진행

2021.12월

졸업과 동시 자격증 획득

2021.5월2020.3월 2020.9월

<�2020.5월 >



2 호주자격증프로그램운영방식_<운영스케줄>

<2020학번대상:3월시작>

2019.3월
- 교수연수/�학생모집

2019.4월
자격증신청비1차지불
My�photofolio 오픈

2019.5월
2차 자격증신청비지불

2019.6월~8월
- 호주평가단
My�photofolio온라인평가

2019.9월
- Gap�Training
- 호주 평가단방문
- 오프라인시험진행

실기사진/숙제/시험등
모든자료온라인업로드



3 전공별호주자격증및 이수교과목

자격증명

메이크업과 헤어전공의 자격증 코스는 정규 교과목과의 매칭으로 80%이상 정규 수업에서 이수되어지나 필요
시 영어수업과 전공 비교과 수업으로 보충되어질 예정짐

- 헤어 디자인자격과정: Certificate III in Hairdressing (National Code: SHB30416, TAFE SA Code: TP00949)
- 메이크업자격과정:�Certificate III in Make-Up ,National Code: SHB30215, TAFE SA Code: TP00888

>>메이크업: 15개(Core Units:필수 교과목)+6개(Elective Units:선택교과목)

>>헤어: 21개(Core Units)+7개(Elective Units)

이수교과목



7 <부록>

TAFE SA (테이프애들레이드대학)-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 호주의 주립 기술 전문학교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교육기간임. 주정부의 투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규모가 큰편이며, 학교내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음.

- 호주의 기술전문학교로 불리는 TAFE은 전문 수료과정부터 학사, 석사과정까지 취업에 밀접한 다양한 전공들을

제공. 즉, 학문과 이론을 쌓아야 하는 전문직과정들은 대학교에서 제공을 한다면, 호주의 취업과 밀접한 기술직

과정들은 모두TAFE에서 제공을 함.

호주 TAFE SA와의 Endoresed Program

※ Endoresed Program: 호주 정부 신하의 직업교육기관인 TAFE SA의 특정학과* 커리큘럼 시행권을

우리대학에서 부여받아 해당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년간 모든 과정을 우리대학에서만 이수하고도 졸

업시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졸업장(Diploma) 또는 관련 공인자격증 취득과 우송정보대학의 준학사 학

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공동운영과정을 구축하고자 함 ※ 특정학과: 뷰티디자인학부 (헤어, 메이크업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