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sTAFE
간호학 준학사 과정 (Diploma of Nursing)

2 년 준학사 과정 
TasTAFE 간호학 준학사 과정은 학생들이 준 간호사
(Enrolled Nurse) 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수한 
학생들에게는 호주 간호조산 협회(Nursing and Midwifery 
Board of Australia)에 준 간호사(Enrolled Nurse)로서 
등록할 자격이 부여되며 준 간호사(Enrolled Nurse)로서 
정식 간호사 (Registered Nurse)의 직/ 간접적 감독 아래 
복지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도움이 필 요한 
다양한 그룹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간호학 준학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노인 및 지역 
복지 시설, 응급 진료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TasTAFE 
교직원 및 시설 관련 전문가의 감독 아래 최소 360시간의 
임상 실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실무적 경험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간호학 준학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 병원, 
정신요양시설, 응급실 및 노인 및 지역 복지 시설 등지에서 
준 간호사(Enrolled Nurse) 로서 근무할 수 있으며, 
평균적인 연봉은 약 54,486 ~58,118 호주달러로서 경력이 
쌓일 수록 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출처: Victorian Government Skills Gateway - www.skills.

vic.gov.au) 

졸업 후 편입 
간호학 준학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3년 과정의 
간호학 학사 과정으로 편입 하고자 하는 경우 1년 과정의 
학점을 인정받아 간호학 학사 과정으로 진학 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 준학사 과정 

학업기간

입학시기

학업장소

입학조건

학비

2 년 

매년 3월 

Hobart and Launceston

호바트/런세스톤 

만 18세 이상 

IELTS 평균 7점 (각 영역 7점 이상) 
(영어 성적이 부족할 경우 영어    
연수 프로그램과 패키지로 입학   
신청 가능)

21,000 호주달러 

www.study.tas.gov.au

간호학 준학사 과정 Diploma of Nursing
Diploma of Nursing (Enrolled/Division)(093612B)

2 years 년 준학사 과정



졸업생 성공 스토리 

   저는 TasTAFE에서 노인/사회복지과정(Certificate III 
in individual Support)을 수료하였으며,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asTAFE에서 
제공한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임상 실습 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교육 과정은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기 과정 수료 후 저는 TasTAFE에서 간호학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였 고, TasTAFE 강사진은 저의 
학업이 무사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간호학 전문학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노인 복지시설에서 
간병인으로서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졸업 후 
저는 제가 실무적 경험을 쌓았던 해당 노인복지시설에서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직업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 2015년 우에노상 수상자
문의 안내
Govern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CRICOS 03041M; RTO Code 60142
Tel: +61 3 6165 5727 | Email: info@geti.tas.gov.au
www.study.tas.gov.au

2015년 우에노상 수상자 릴리가 TasTAFE CEO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