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능숙한 영어
보다 밝은 미래
무료 영어 레슨으로
호주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위한 영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 영어를 배우세
요

“AMEP에서 영어도 배우고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자신있게 참여
하세요

호주 생활에 더 적응하기
위해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염
두에 두고 계속 영어를 공
부할 겁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영
어 실력과 생활 방법을 터득하세요

Seul-Hee Kim

공부하는 동안 무료 육아 서비스 제공 (5세
미만의 아동에 한함)
일대일 진로 상담
여러분의 구체적인 학습과 목표에 맞는 맞춤
식 과정
필요한 경우 추가 보충 레슨 가능
퀸스랜드 전역의 숙련된 직원들이 제공하는
최고 510시간의 레슨이 주어집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주위 인맥도 쌓아
가세요
정부 서비스 (시민권 시험 포함) 이용 방법
을 배워 보세요
호주 도착 후 5년 내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AMEP를 마치세요
“AMEP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호주 사람들과
호주 교육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
어요. 유익하고 즐겁게 배
웠습니다
Maysaa Durbali

tafeqld.edu.au/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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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원과 조언

제가 자격이 될까요?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다음 조건이면, 여러분은 AMEP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여러분의 자격 여부를 알아 보세요

지난 6개월 내에 호주에 도착했고

전화: (07) 3244 5488
이메일: tells@tafe.qld.edu.au

가족, 기술, 난민, 배우자 또는 승인된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또는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여러분 지역의 TAFE Queensland를 직접
방문하세요 웹: tafeqld.edu.au/amep

18세 이상 (일부 이민자의 경우 15-17
세도 자격이 될 수 있음)인 경우.

여러분의 여권과 비자 정보를 미리 준비
하세요.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번
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의 131
450번에 먼저 전화해서 저희와 연결을
요청하세요. 이 통화는 약 30분 정도 걸
립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AMEP를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가 제 2 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
회입니다.”

2단계

Abebe Dadi Tullu

지역 TAFE 상담원과 여러분 영어
실력을 평가받으세요

유연하고 � 관련되고 � 집중적인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3단계

여러분의 TAFE 상담원이 여러분에
게 맞는 반을 배정할 것입니다

무료 홈 튜터 서비스
* 승인된 임시 비자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온라인
학습 및 교육 자료

www.education.gov.au/eligible-temporary-visas-amep
승인된 임시 비자에는 워킹 홀러데이 비자나 관광 비자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또는 여러분의 자격 여부를 알아 보시려면, 여
기로 연락주세요:
TAFE Queensland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Services
전화: 07 3244 5488 이메일: tells@tafe.qld.edu.au
웹: tafeqld.edu.au/amep
The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is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Queensland, the AMEP is delivered through TAFE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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