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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타즈매니아로 오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GETI팀은 여러분의 경험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유학원, TasTAFE의 교사들 
및 TasTAFE지원팀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TasTAFE 경험이 여러분의 포부를 성취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으시면 GETI
팀에 문의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유용한 전화번호
•  GETI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613 6165 5727번으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외 응급시에만 +613 6231 100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번역서비스는 131 450번이며, 분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 긴급상황시 경찰, 화재 및 구급차는 000번을
누르십시오.

이연락처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GETI팀은 이메일 info@geti.tas.gov.au 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안내서는 여러분의 타즈매니아 도착과 TasTAFE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의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TAFE 학생들을 위한 출발 전 가이드 

TASMANIA

AUSTRALIA

LAUNCESTON

HO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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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주의사항
다음은 출발 전 확인할 목록입니다.

 Ȝ 전체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Ȝ 항공편 예약

 Ȝ 유학생 건강보험(OSHC) 및 여행자보험 (보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GETI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Ȝ 확정된 비자

 Ȝ 처음 도착했을 때 숙소 (숙소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GETI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Ȝ 최신 의료 처방 및 예방접종 기록

 Ȝ 긴급한 치료를 피할 수 있도록 출발 전 의료, 안과 및
치과 검진

 Ȝ 여권과 비자를 포함하여 신분증명서들에 대해 여분의
사본 준비

기내수하물에 넣을 필수물품

 Ȝ 유효한 여권과 비자

 Ȝ 합격통지서(Letter of offer)

 Ȝ 의료 처방 및 예방접종 기록

 Ȝ 숙소 연락처 (입국 카드에 연락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Ȝ 영어 사전

 Ȝ 여행용 어댑터

 Ȝ 전화 및 충전기

 Ȝ 타즈매니아 도착 시 입을 따뜻한 옷

탁송수하물에 넣을 필수물품
따뜻한 옷 여러 벌(쟈켓, 신발 및 스웨터)과 매일 수업 중에 
입을 캐쥬얼한 옷을 포함한 의류. 세면 용품 – 스프레이 용품, 
면도기 및 면도 제품

의류

TasTAFE는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호주인들은 공부할 때 
대개 청바지, 티셔츠, 풀오버, 점퍼, 스웨터, 캐쥬얼 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이벤트 때 특별한 복장 요구가 
있지 않는 한, 청바지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세관 규제사항
호주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모든 약들에 대해 
처방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과일, 식물 및 동물 
제품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신고 또한 해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술과 담배의 양이 제한됩니다. 고액의 현금 
(호주 달러 $10,000 이상)도 제한됩니다.

호주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border.gov.au/Trav/Ente/Brin을 참고하십시오.

공항 픽업
타즈매니아에 처음 도착하면, 여러분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숙소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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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타즈매니아의 날씨는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은  
‘하루에 4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옷장에 날씨 
변화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여러분이 많이 덥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태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SPF 
30+’를 바르고 모자를 써야 합니다. 

학생들은 섭씨 7-30도에 이르는 따뜻하고 시원한 낮 
기온에 적합한 옷과 신발이 필요합니다. 

여름

12월, 1월, 2월

따뜻한 날들, 긴 일광 시간, 
강렬한 태양 

11⁰C - 24⁰C

가을

3월, 4월, 5월

온화한 날들 그리고 오후에 
시원한 바람

밤은 서늘함

10⁰C - 22⁰C

겨울

6월, 7월, 8월

맑은 날들, 때때로 산에 눈 
내림 

따뜻한 코트, 방한화 및 
장갑을 착용하세요. 

3⁰C - 14⁰C

봄

9월, 10월,11월

오전에 시원한 바람, 오후는 
따뜻함 

5⁰C - 16⁰C

Image credit: Tourism Tasmania and Rob Bur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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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법

술과 담배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술과 담배의 소비 및 구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8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및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 장소의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 
chapter-15-smokefree-environment/15-7-legislation 을 
참고하십시오.

약물

호주에서 의료 처방 없이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응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약물을 과용한 
것으로 의심되면, 000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고, 
전화안내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경찰 
호주에서 경찰관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모든 경찰은 근무 중에 신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며, 군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는 극히 드뭅니다. 경찰을 선물이나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도 결코 돈이나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의 심문을 받게 될 경우, 여러분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통역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차 (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의 표시등이 
깜박이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이 보행자이더라도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 중인 경우,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차를 길가로 세워 길을 양보하며, 
안전하게 길이 트인 다음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 
호주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 
전원이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해당 
연령에 알맞은 안전 장비를 갖추어 태워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http://www.transport.tas.gov.au/licensing/ 
newtotas/oversea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age credit: Stu Gi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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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신나는 일인 한편, 그것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슬프거나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TasTAFE에 여러분이 항상 상담할 수 있는 
자격있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Headspace는 
호바트와 론세스톤의 상담사와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무료 
정신 건강 시설입니다.

Headspace – 론세스톤
Cnr Brisbane & Wellington Street, 
Launceston, TAS 7250  
전화번호: (03) 6335 3100 
headspace@csys.com.au

Headspace – 호바트
49 Liverpool Street 
Hobart, Tasmania 7000   
전화번호: (03) 6231 2927 
headspace@thelink.org.au

성 건강 서비스 타즈매니아	
(Sexual Health Service Tasmania)
성 건강 서비스 타즈매니아는 호바트, 론세스톤 및 
데본포트의 클리닉에서 기밀유지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상담사 및 
심리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인들은 개인의 성 
건강,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다른 문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dhhs.tas.gov.au/ sex-
ualhealth/sexual_health_service_tasmania를 
참고하십시오.

안전 및 보안
여러분의 소지품을 포함하여, 여러분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주의하십시오. 공공장소에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마세요. 만일 고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락할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신원 확인을 위해 항상 여권 사본을 휴대하십시오. 

도난 또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긴급히 
누군가(예: GETI,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타즈매니아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건강 및 안전
유학생 건강보험
유학생 건강보험은 모든 유학생에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료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학생비자의 조건입니다. 만일 
보험혜택이 중단되었다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GETI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타즈매니아의 의료서비스
타즈매니아는 호주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의원 및 병원을 
포함하여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센터에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우수한 전문 공중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아파서 수업에 결석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의사를 만나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사들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GP’s) 또는 ‘로컬 닥터(local doctor)’라고 부릅니다. GP는 
자격을 갖춘 의사이며, 비응급 건강 문제에 대해 접촉하게 
되는 첫번째 의사입니다. GP의 역할은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GP에게 
증상을 설명하면, 의사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의무를 면해 
주기 위해 의료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제공합니다. 
수업이 있는 날에 아프게 되면, GP가 과거의 날짜로 의료 
진단서를 작성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픈 날에 GP
를 만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GP 진료비는 $70입니다. 이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상환될 수 있습니다.

GP와 병원의 다른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과 긴급하게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약 
진통제, 알러지약 및 스킨케어 제품은 타즈매니아의 
약국에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카운터에서 구입 가능한 약들을 호주에서는 (모든 
항생제를 포함하여)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즉,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위생용품(탐폰과 패드)은 약국, 주유소, 편의점 및 
수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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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의 유학생 보호
유학생 교육서비스법(The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ESOS Act)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체계입니다.

ESOS법은 전 호주 교육기관에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유학생을 보호합니다. 윤리적인 기준은 마케팅, 
유학원 서비스, 학생 지원 및 수업을 포괄합니다. 

ESOS규정을 위배하는 교육 기관은 등록 취소 및 기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SOS법은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에게 비자와 관련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관이 이민에 
대해 조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정부의 교육부 웹사이트 https:// 
internatio-naleducation.gov.au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ESOS  체계에 대한 정보지는 GETI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호주정부 내무부
내무부는 비자 조건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호주정부의 
부서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비자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 제한
• 코스 요구 사항 충족
• 필요한 건강보험 유지
• 등록 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ment, CoE)가
만료되기 전 코스 수료

• 현재 비자 만료 전 갱신 신청
• 여러분의 코스, 연락처 또는 수업 참석 능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내무부 및 GETI에 통보

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로 조건
학생들은 수업 학기 중에 2주일에 40 시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근로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산됩니다.

수업이 없는 방학에는 더 긴 시간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호주국세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	 
https://www.homeaffairs.gov.au/Trav/Stud/More/ Work-
conditions-for-Student-visa-holders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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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에서의 생활

생활비

타즈매니아의 연간 생활비는 호주 타주들에 비해 
낮습니다. 학생들은 숙소, 교통편, 음식, 전기세 및 용돈을 
커버하기 위해 연간 호주 달러 $22,000에서 $26,000의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생활비 예시 

주간 예산의 예(모든 가격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TasTAFE는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내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ISA@tastafe.edu.au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숙소 임차비   $180 (쉐어) 또는 $300 (독방)

식료품      $100

전기세      $60

대중교통  $30

용돈          $50

세면용품  $20

인터넷      $15

합계          $455-575 (대략)

임차 숙소
대부분의 숙소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6개월-12
개월) 이루어지며, 임차 기간을 채우기 전에 떠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계약 조건에 구속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임대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계약 준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소를 임차할 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파손 또는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지불합니다. 
이지불금은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충당하기 위해
신탁기금으로 보관됩니다. 만일, 주택에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때 전액 반환됩니다. 보증금은 
대체로 4주치의 임차 비용에 해당하며, 입주시 2주치의 
임차 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은 가구가 구비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초기 지불금은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 

숙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airbnb.com (임시 숙소)

www.gumtree.com.au

www.realestate.com.au

www.flatmates.com.auwww.taschinese.com 
(표준중국어로만 이용 가능)

예배 장소
각 도시마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 대한 예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hobartcity.com.au/Hobart/
Living_in_Hobart/Places_of_Worship	을	참고하십시오.

위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호주의 전형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mailto:ISA%40tastafe.edu.au?subject=Assistance%20with%20on%20campus%20acco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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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극히 소수의 호주인들이 가사도우미가 있을 뿐,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가사를 스스로 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자녀가 요리, 청소 및 설거지와 같은 가사를 나누어 
합니다. 여러분의 숙소에서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소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면, 사용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치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홈스테이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여러분은 가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홈스테이 주인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조리해준다면,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물 사용과 샤워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물이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의식합니다. 샤워를 짧게(보통 5
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아침에 
샤워를 하며, 여러분도 매일 샤워를 해야 합니다. 샤워를 
시작하자마자 먼저 몸을 닦고 머리를 감은 후 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호주의	화장실은	서양식이며,	재래식	화장실은	극히	
드뭅니다.	호주	화장실은	대개	비데가	없으나,	대부분의	
화장실은	화장실용	휴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이	아닌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십시오.

모든 여성위생용품은 반드시 구비된 휴지통에 넣어야 
하며,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면 안됩니다. 

호주 생활의 적응

이것은 규칙 목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호주 
경험을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적 통찰을 위한 
지침입니다. 

평등 – 호주의 중요한 가치
호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타즈매니아는 
매우 안전한 곳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종교와 무관하게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유학생 담당 
고문, 교사, 홈스테이 그리고 GETI팀에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000번으로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돈

호주는 다른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정의된 사회적 
계급이 없이, 거대한 중산층으로 형성된 사회입니다. 
호주인들은 부, 지위 및 직업의 수준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소득 또는 
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수입을 묻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해에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돈에 대해 자랑하거나 교우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음식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씹는 것이 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음식(뼈 포함)을 테이블 
위에 바로 놓지 마십시오. 침을 뱉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결례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과 식당에서 식기(나이프, 
포크, 스푼)가 사용되는 한편, 젓가락도 널리 보급되어 
있고 흔하므로, 젓가락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면 젓가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

호주에는 다른 많은 나라보다 흡연 인구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격한 법과 비싼 담배 가격에 
기인합니다. 임차 주택 또는 다른 숙소의 실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흡연자라면, 
숙소 외부에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주변인들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은지 묻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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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매너 –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
아야 할 행동 
해야 할 행동

• 물건을 구입하거나 문의를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요리를 해주거나,
도와주려고 한 경우에는 ‘thank you (고마워요)’라고
말하세요.

• 여러분이 말을 걸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excuse me (실례합니다)’라고
말하세요.

• 정시에 도착하세요 – 일반적으로 호주인들은
느긋하지만, 사람들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5분 일찍 수업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다음의 행동들은 나쁜 매너로 간주됩니다. 

• 공공장소에서 침 뱉기
• 테이블 또는 음식이 준비되어 차려진 곳에 발을 올려놓기
• 테이블 또는 공공장소에서 손톱 또는 발톱 깎기
• 다른 사람의 침실 또는 방에 노크나 ‘excuse me
(실례합니다)’라는 말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하우스 메이트가 모르게 또는 허락 없이 그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매너입니다.

• 실내에서 담배 피우기

마지막으로!
GETI팀은 여행을 많이 하며, 많은 팀원이 다른 나라 
출신입니다. 이 안내서는 우리가 해외를 여행할 때 
이방인으로 체험한 경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간에 배울 점들이 많고,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이든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우리에게 
문의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해외 유학은 큰 도전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질문을 하고 유머 감각을 잊지 않으면, 배움의 여정을 
통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빌며, 
여러분을 타즈매니아에서 환영하기를 고대합니다. 

식사 

•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하루 세 끼의 식사와 가벼운
간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침 – 아침에 먹으며, 씨리얼, 토스트, 요거트, 쥬스 등과
같이 종종 가볍고 차가운 음식을 먹습니다(사진 상단
오른쪽).

• 모닝 티 – 학교의 시간표에는 오전의 중반에 휴식
시간(오전10시-11시경)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개
뮤즐리바와 과일과 같은 가벼운 간식을 먹습니다.

• 점심 – 오후 12시-2시경에 먹으며, 대개 샌드위치나
샐러드와 같은 가볍고 차가운 음식을 먹습니다.

• 저녁 – 하루의 주된 식사는 저녁에 먹으며, 보통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의 숙소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호주인들이
전통적으로 고기와 3가지의 야채를 먹는 것처럼 카레,
국수, 부리토 또는 피자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 모닝 티(뮤즐리바와 과일)와 점심(샌드위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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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부 교육 및 훈련 인터내셔널, 타즈매니아 
(Government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Tasmania) 

GPO Box 169 Hobart 7001 
Tasmania, Australia

26 Bathurst Street Hobart 7000 
Tasmania, Australia

전화: +61 3 6165 5727 
팩스: +61 3 6233 7839 
근무 시간 외 비상 전화 (24 시간): +61 3 6231 1003 

이메일: info@geti.tas.gov.au

www.study.tas.gov.au

CRICOS 03041M; RTO COde 6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