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프로그램

수강료 및 중요 정보
시작 점수*

과정

목표 점수

IELTS 3.0 ~
3.5 또는 이에 일반 영어(GE) IELTS
상응하는 영어 입문
4.0 ~ 4.5
시험

기간**

2017년

날짜

과목 수강료

2018년

2017년 2018년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IELTS 4.5 ~
5.0 또는 이에 일반 영어(GE)
IELTS 5.0
상응하는 영어 레벨 2
시험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IELTS 5.5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10주

2017년 2월 13일 ~ 2017년 4월 21일
2017년 5월 8일 ~ 2017년 7월 14일
2017년 8월 7일 ~ 2017년 10월 13일
2017년 11월 6일 ~ 2018년 1월 26일

2018년 2월 12일 ~ 2018년 4월 20일
2018년 5월 8일 ~ 2018년 7월 13일
2018년 8월 13일 ~ 2018년 10월 19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2월 1일

$3,250 $3,380

IELTS 4.0 ~
4.5 또는 이에 일반 영어(GE) IELTS
상응하는 영어 레벨 1
4.5 ~ 5.0
시험

IELTS 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EAP 레벨 2
영어 시험

IELTS 5.5 또는
이에 상응하는 EAP 레벨 3
영어 시험

IELTS 6.0 또는
이에 상응하는 EAP 레벨 4
영어 시험

IELTS 6.5 또는
이에 상응하는 EAP 레벨 5
영어 시험

IELTS 6.0

IELTS 6.5

IELTS 7.0

*GE 또는 EAP 과정을 수강하려면 IELTS, TOEFL 또는 Pearson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JCU 반 편성 시험을 통해 수강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internationaladmissions@jcu.edu.au로 문의하십시오.
**JCU 패키지 과정의 최소 요건은 IELTS 4.0과 최대 30주의 영어 수업입니다.

수강료 및 부대 비용
수강료

유학생 건강 보험(1인 보장)*

교과서 및 기타 비용
교과서는 캠퍼스 내 JCU Co-op Bookshop 또는 ‘Book Depositor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동일

10주: $220/40주: $717
과목당 $100 ~ $200

*유학생 건강 보험(OSHC)은 JCU 재학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JCU 영어 연수 과정이 학위 취득 과정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서에
나와 있는 OSHC 비용에 JCU 패키지 과정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영어 연수 과정

제임스 쿡 대학교 학위 취득 과정
입학 요건: 학위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대학 영어 요건 충족
EAP 과정(레벨 2, 3, 4 또는 5) 대학 입학 영어 과정
입학 요건: IELTS 5.0 이상 또는 JCU 반 편성 시험
일반 영어
입학 요건: IELTS 4.0 이상 또는 JCU 반 편성 시험

생활비

여러분의 권리

케언스 또는 타운즈빌의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수도에서 드는
생활비보다 저렴합니다. 아래 표에는 대략적인 생활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

평균 주간 비용(호주 $)

3식 제공 기숙사

$296 ~ $435

캠퍼스 내 기숙사^
식사 미제공 기숙사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
호주에서 유학생들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JCU는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ESOS
법), 유학생 교육 기관 및 등록기관을 위한 국가 시행령(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국가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ESOS 법과 국가
시행령은 학생 비자로 유학하는 호주 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과정의
최소 표준을 명시하고, 기존 및 예비 유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기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지원, 보관해야 할 기록, 정부 기관에 제공해야 할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규제합니다.
internationaleducation.gov.au/regulatory-information

$218 ~ $238

캠퍼스 밖

집세(셰어)*

$120 ~ $150

전기 및 가스*

JCU 수강료 정책
이 정책은 유학생들의 수강료에 관한 학생 책임과 권리를 명시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학생이 ESOS에 의거하여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jcu.edu.au/policy/student-services/tuition-fee-policy-for-international-students

$10 ~ $30

인터넷 , 휴대폰, 전화

$20 ~ $55

**

교통, 이동

$10 ~ $50

홈스테이
(숙식 포함)

$180 ~ $230

모든 수치는 대략적인 비용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임차 셰어 하우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국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므로 호주에 도착한 후 SIM 카드 또는 호주 휴대폰 번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7년 비용입니다. 타운즈빌 캠퍼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숙 시설에 관한 추가 정보를
조회하려면 jcu.edu.au/jcu-halls를 방문하십시오. 임차 주택 가격을 조회하려면 realestate.com.au
또는 domain.com.au를 방문하십시오.

식품점
우유(대)
빵

버터 250g
생수

간 소고기(대)

$2
$1 ~ $5
$3
$2
$5

계란(방목) 12개

$6 ~ $8

시리얼 375g

$3 ~ $5

참치캔 500g

$4

두부

냉동 피자(대)
오렌지 주스(대)
고기 소시지
체다 치즈
쌀 1kg

$3
$5
$4 ~ $6
$6
$4
$2

식사

패스트푸드 체인
레스토랑 식사

펍 하우스 맥주
또는 와인

$10 ~ $15
$15 ~ $30+
$5 ~ $8

캠퍼스 내 음식 가격
스시 롤
커피
버거

$3.70
$3.50 ~ $5.00

랩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초콜릿 바

600ml 청량 음료

$7 ~ $14
$8.50
$2 ~ $4
$2
$3.50

CRICOS 제공자 코드 00117J

주의 사항: 2017년 2월 Woolworths Discovery Rise 온라인 기준 가격입니다. 가격은 호주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며,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jcu.edu.au/studyenglish

수강료 보호 서비스
수강료 보호 서비스(TPS)는 ESOS 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학생 비자로
공부 중인 유학생들을 위한 배정과 환불 서비스입니다. TPS가 수강료 보장
제도와 ESOS 보장 펀드를 대체합니다. 교육 기관이 유학생이 수강료를
납부한 과정을 제공할 수 없고 다른 과정으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드문 경우에, TPS가 다른 기관을 찾도록 학생들을
지원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일체의 미사용 수강료를 환불할 것입니다.
tps.gov.au
등록 연기, 일시 중단 또는 취소
ESOS 국가 시행령과 학생 비자 조건은 학생 또는 JCU가 등록을 연기, 일시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제약사항을 부과합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또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 시작을 연기하거나 학업을
시작한 후 휴학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또는 설득력 있는 이유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고, 학업 진행 또는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상황입니다.
일부 상황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일시적인 학업
중단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jcu.edu.au/international/policies

학생으로서 일하기
호주 이민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비자로 학업 중인 학생들은 학기 동안
2주당 최대 40시간까지, 방학 동안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노동 허가는 학생 비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학생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민·국경보호부(DIBP): border.gov.au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JCU 경력 및 고용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파트 타임과 초단기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용 공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jcu.edu.au/careers

인쇄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하고
싶은 경우, 현행 허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의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학교는 사전 통지 없이 이 간행물에 포함된 일체의 입학 요건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