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itas English 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경험
36년 이상 호주 동서부 해안의 주요 세 도시 
캠퍼스에서 교육 서비스 제공

다양성
매년 100개국 이상에서 9,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학

진학
호주 전역 7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진학 과정

English Australia 창립 회원
호주 국내 영어 교육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

퍼스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기

인구
퍼스 광역시1 2,085,973명

날씨
여름2 32C, 겨울2 18C

5대 명소
1. 로트네스트 아일랜드(자연보호구역)
2. 코트슬로 비치
3. 킹스 파크 및 보타닉 가든
4. 프리맨틀
5. 엘리자베스 키

주요 행사
킹스 파크 페스티벌
프린지 월드 페스티벌
마가렛 리버 뮤직 & 푸드 페스티벌

 발견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도양 해안
 생활 멋지고 여유로운 생활 환경
 편의 시내 중심 지역에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기회 유학생을 위한 여러 파트타임 취업 기회 
 문화 다양한 야외 축제와 음식 및 즐길거리

1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3218.0.
2https://www.australia.com/en/facts-and-planning/weather-in-australia.
3https://www.moneysmart.gov.au/managing-your-money/budgeting/australian-spending-habits.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population/regional-population/2018-19
https://www.australia.com/en/facts-and-planning/weather-in-australia.html
https://www.australia.com/en/facts-and-planning/weather-in-australia.html
https://moneysmart.gov.au/


자세한 안내
navitasenglish.edu.au/schools/learn-english-in-pe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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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Navitas English 직원과 
상담하시고 등록하세요!

퍼스 캠퍼스 개요

캠퍼스까지 버스로 10분  
미만 거리

TAFE 
WA

TAFE WA는 유학생을 위한 130개 이상의 호주 인증 
우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으로 가는 진학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현대적인 시설과 실무 교육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커틴 컬리지

10년 이상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온 커틴 컬리지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대학인 커틴 
대학교 학부 과정으로 가는 길이 되어 줍니다. 현대적인 
캠퍼스와 시설을 대학과 함께 공유하므로 첫날부터 
진정한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틴 대학교
54년이 넘는 교육 경험을 자랑하는 커틴 대학교는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산업계와 강력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세계 상위 1% 대학에 올랐습니다.

ECU
에디스 코웬 

대학교

29년 이상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ECU는 매년 3
회 입학 기회가 있으며 해마다 6,000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ECU는 총 37개의 호주 국내 대학교 
중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SAE

30년이 넘는 경력의 SAE는 창작 미디어 교육의 기준이 
되는 기관으로, 학생들은 꿈꾸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SAE는 호주 국내 6
개 캠퍼스를 통해 7가지 창작 분야에서 수료증부터 
대학원까지 과정을 제공합니다.

쉐리던 고등 
교육원

설립된 지 5년이 넘었고 퍼스 시내 상업중심지구에 
위치한 교육 전문 기관으로, 비즈니스,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학부 과정과 
비즈니스 및 교육학 석박사 과정을 제공합니다.

서던 크로스 
대학교 

(퍼스 캠퍼스)

27년 넘게 교육 및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학생들은 3개의 본교 캠퍼스와 3개의 분교 캠퍼스에서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P
호주 응용 심리 

컬리지

35년 이상 전문 연구를 수행하며, 호주 국내 6개 
캠퍼스에서 카운슬링, 범죄학,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준학사부터 석사 과정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독 대학교
44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전 세계에서 창의력을 가진 졸업생, 
획기적인 연구, 혁신적인 캠퍼스를 비롯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Navitas English Perth
211 Newcastle Street

Northbridge WA 6003 Australia

전체 정원  442명

교실 수  13개

평균 수업 정원  14명

부메랑 사교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navitasenglish.edu.au/boomerang

Navitas English 시험 센터 
캠퍼스 내 위치

주당 임대료
$280

식비3 
$122

교통비3

$64

여가비용3

$83

공과금3

$24

주당 생활비

Navitas English 프로그램 및 현지 파트너

일반 영어진학 영어IELTS 준비Cambridge 준비 캠퍼스 투어 진학 과정

QR 코드 스캔 또는 클릭 

https://www.youtube.com/channel/UCwrSIBxY2lGByovVNs4Qktg
http://navitasenglish.edu.au/schools/learn-english-in-perth
https://www.facebook.com/NavitasEnglishPerth/
https://www.linkedin.com/company/navitasenglish
mailto:rafael.garutti%40navitas.com?subject=
https://www.instagram.com/navitasenglish/
http://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IELTS-Preparation-Korean.pdf
http://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General-English-Korean.pdf
http://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Academic-English-Korean.pdf
https://youtu.be/-6zBUjfDxzc
http://www.navitasenglish.edu.au/courses/academic-pathways/direct-entry-agreements/
http://www.navitasenglish.edu.au/assets/pdf/Factsheet-Cambridge-Preparation-Kore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