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A1l거1 장악Otl택 졸집합
보다 다양한 교육기관의 장학혜택 및 장학금 정보, 상세한 정보는
iTEF 박람회장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어학연수

장힉혜택내용

CIS (Connect International
School)

대상과정 :고등학교진학준비과정 (주 30,\.I 간일대일 과정 스페셜)

l•I

장학혜택 : 선착순 9 명에게 주당학비 CA$490 적용 (정상학비: 주당 CA$620~570)

유효기간 : 2019 년 1월 1 일~2019 년 4월 30일 (마감기준: 입학일)

제공센터 : 호주,뉴질랜드 내 모든 센터

궐겉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학비 1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호주,뉴질랜드 내 모든 센터

겉겉

대상자: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비자소지자

어학연수

EC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 :4주이상등록시학비 2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아일랜드 더블린 센터

I I

대상과정:모든과정
장학혜택 :12주이상등록시학비 2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적용센터 : 영국 캠브리지, 런던 센트럴 센터

컵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학비 1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까지 입학신청 & 2021 년 12월 31 일까지 입학

적용센터 : 영국브라이튼, 본머스 센터

컵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학비 15%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까지 입학신청 & 2021 년 12월 31 일까지 입학

제공센터:영국내모든센터

컵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 :12주이상등록시숙소비 1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입학일)

어학연수

Eurocentres
적용센터 : 미국 샌디에이고 센터

튿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 : －학H|

5% 장학금

-11 주이상등록시무료 1주주가제공
-22주 이상등록시 무료 2주 주가 제공
-33주이상등록시무료 3주주가제공&입학신정비면제

유효기간 : 2020 년 4월 30일까지 입학신청 & 2021 년 12월 31 일까지 입학

적용센터:캐나다토론토,벤쿠버센터

l•I

대상과정 : 모든 과정 (일대일 영어과정 제외)
장학혜택 : －학H|

5% 장학금

-11 주이상등록시무료 1주주가제공
-22주 이상등록시 무료 2주 주가 제공
-33주이상등록시무료 3주주가제공&입학신정비면제

유효기간 : 2020 년 4월 30일까지 입학신청 & 2021 년 12월 31 일까지 입학

蟲NC'"＇

2020~

묶

장힉혜택내용

학교명

튿

제공센터 : 미국 샌프란시스코 센터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주당학H| 가동일한과정 (H| 즈니스영어 ,TOEFL,Cambridge) 포함
장학혜택:학비 1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미국보스턴 하버드 스퀘어, LA 웨스트우드 센터

튿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주당학H| 가동일한과정 (H| 즈니스영어 ,TOEFL,Cambridge) 포함
장학혜택:학비 15%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어학연수

KIL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미국센터

제공센터:미국내위 2가지장학혜택적용센터및뉴욕을제외한모든센터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주당학H|가동일한과정 (H|즈니스영어,TOEFL,Cambridge) 포함 튿클

장학혜택 : 1~11 주등록시 학비 5%,12주이상등록시 학비 1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미국내모든센터
대상과정 :장기영어과정 (AS/AY)
장학혜택:

튿

-AS 과정등록시,일대일수업 4회무료제공
-AY 과정등록시,일대일수업 6회무료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l•I

제공센터:캐나다내모든센터

어학연수

KIL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캐나다센터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 주당 학비가 동일한 과정(비즈니스영어,

|ElTS,TOEFL, Cambridge, EAP) 포함

장학혜택:학비 15%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컵

제공센터:영국모든센터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주당학H| 가동일한과정 (H| 즈니스영어 ,|ElTS,Cambridge) 포함
장학혜택 :-1~19주등록시

5% 학비

장학금 제공

-20주이상등록시 장기영어과정 (AS/AY)과동일한주당학비 적용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영국 및 아일랜드 모든 센터
대상 : 영국 및 아일랜드 센터에서 학업 예정인 학생

컵

I I

장학혜택 : K+Onlinel 년권구매 시 소셜액티비티 바우저 (£50/€50 상당)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어학연수

KIL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영국/아일랜드센터

제공센터 : 아일랜드 더블린 센터

I I

대상과정 :일반,준집중,집중영어과정
*주당학H| 가동일한과정 (H| 즈니스영어 ,|ElTS,Cambridge) 포함
장학혜택 : 학비

15%

장학금 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아일랜드 더블린 센터
대상과정 :장기영어과정 (AS/AY)
장학혜택 : 학비

15%

I I

장학금 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겉

제공센터:호주내모든센터
대상과정 : 일반, 집중영어과정

* 주당 학비가 동일한 과정(비즈니스영어, |ElTS, Cambridge, EAP) 포함
장학혜택: －학생비자및방문비자소지자:학비 5% 장학금제공

어학연수

KIL (Kaplan International
Languages)
호주/뉴질랜드센터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학비 1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마감기준: 입학신청일)

럴

제공센터:뉴질랜드오클랜드센터
대상과정 : 일반, 집중, 방학영어과정

* 주당 학비가 동일한 과정(비즈니스영어, |ElTS, Cambridge, EAP) 포함
장학혜택 : - 학생, 방문비자 소지자 : 학비

10'/o 장학금 제공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학비 15%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3월 27일(마감기준: 입학신청일)

蟲NC'"＇

2020~

묶

구분

학교명

II

장힉혜택내용

튿

제공센터:모든센터
대상과정 : 일반영어(주 25시간)
장학혜택:
-1~11 주 등록 시 주당 CA$340 적용 (정상학~ I CA$365)
-12~23주등록시 주당 CA$315 적용 (정상학비

CA$350)

-24~35주등록시 주당 CA$300 적용 (정상학비

CA$340)

-36주이상등록시 주당 CA$290 적용 (정상학비

CA$340)

유효기간 : 2020 년 6월 20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튿

제공센터:모든센터

어학연수

SSLC (SprottShaw
Language Centre)
미국센터

대상과정 : 일반영어 파트타임, 스페셜 프로그램
장학혜택:학비 5%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6월 30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튿

제공센터:모든센터
대상과정 :VIC-CC 코업 프로그램
장학혜택 : 학비

(ACSP 7+7,AGBE 6+6)

200/o 장학금 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6월 20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튿

제공센터:미국내모든센터
대상과정 :VIC-CC 테솔, |T-K 통번역 과정
장학혜택 : 학비

200/o 장학금 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6월 20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겉

제공센터 : 시드니 센터효설본 센터
대상학생 : 어학연수학생 (English

Only)

대상과정 : 일반영어과정 (GE)，대학진학영어과정 (EAP)
장학혜택 : -1-29주 등록 시 주당학비

AU$320 적용 (정상학비 AU$400)

-30주이상등록시 주당학~IAU$230 적용 (정상학~IAU$400)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겉

제공센터 : 시드니 센터효설본 센터
대상학생 : 대학진학예정자 (Packaged)

대상과정 : 일반영어과정 (GE)，대학진학영어과정 (EAP)
장학혜택: -1-19주등록시주당학비 AU$320 적용(정상학비 AU$400)
-20-29주등록시 주당학비

AU$250 적용 (정상학비 AU$400)

-30주이상등록시 주당학~IAU$230 적용 (정상학~IAU$400)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브리스번센터
어학연수

Torrens University 대학부설
TULC

겉

대상과정 : 대학진학영어과정 (EAP)
장학혜택 : 주당 학비

AU$230 적용 (기존 AU$400)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마감기준: 입학신청일)

제공센터 : 시드니, 멜본,브리스번 센터

겉

대상학생 :워킹홀리데이 H| 자학생

대상과정 : 일반영어과정 (GE)，대학진학영어과정 (EAP)
장학혜택:주당학비 AU$230 적용(정상학비 AU$400)

유효기간 : 2020 년 3월 31 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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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묶

학교명

II

장힉혜택내용
겉

Business Merit Scholarship
대상 : 2020년 비즈니스 학사1석사과정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200/o 장학금 제공

겉

Design Merit Scholarship
대학

Torrens University

대상 : 2020년 디자인/테크놀로지 학사1석사과정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20-25% 장학금 제공

겉

Here to Educate
대상 : 2020년

Master of Education (Special ed ucation)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200/o 장학금 제공

Three Pillars Blue Mountains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School

겉

대상 : 2020년의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죄대

대학

Blue Mountains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School
(BMIHMS)

300/o 장학금 제공

* 성적, 영어점수, 호텔관련 경력에 따라 장학금이

달라짐

겉

Design Merit Scholarship
대상 : 2020년

Masterof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200/o 장학금 제공

겉

WB Motivational Scholarship
대학

William Blue College of
Hospitality Management

대상 : 2020년의 입학생
장학금 : 학비의 죄대

300/o 장학금 제공

* 성적, 영어점수, 호텔관련 경력에 따라 장학금이

대학

SHORELIGHT

달라짐

진학대학별학생 성적에 따라매년 US$2,000-US$18,000 장학금제공

튿

제공센터:영국내모든캠퍼스

컵

대상 : 2020년 여실 입학생
장학금 :- 2020 년 5월 31 일까지 예지금 납부 시

£ 1,500 장학금 제공

-2020 년 7월 31 일까지예지금납부시 £500 장학금제공

대학

CEG ONCAMPUS

튿

제공센터 : 미국보스톤캠퍼스
대상 : 2020년 여실 입학생
장학금:

죄대 US$18,000 장학금제공

튿

제공센터 :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교(IIT) 캠퍼스
대상 : 2020년 여실 입학생
장학금 : - 학부과정 진학생초|대

US$15,000 장학금 제공

- 석사과정 진학생: 죄대 US$8,000 장학금 제공

제공센터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학부예비과정 (Foundation)
대상 : 2020년 여실 입학생
장학혜택 : - 2020 년 4월 30일까지 예지금 납부 시

--

€1,500 장학금 제공

-2020 년 5월 31 일까지 예지금 납부시 €500 장학금제공

蟲NC'"＇

2020~

묶

구분

학교명

장힉혜택내용

|

겉

Curtin College ExcellenceAward
대상 :2020년 커틴컬리지 디플로마과정 입학생
장학금 : - 디플로마 (stage 2) 학비의

12.5% 장학금 제공

-우수한성적으로 디플로마졸업 시, 커틴 대학교 2학년 학비

12.5%

주가장학금제공

- 디플로마과정 전 10주 어학과정 무료 제공 (약 AU$4,850 상당)

Edith Cowan College- Diploma Scholarship

겉

대상 :2020년에디스코완컬리지입학생
장학금 : 디플로마 학비의

100/o 장학금 제공 (죄대 약 AU$3,130)

Eynesbury College Scholarship for Korean Students
700/o) 입학생

겉

대상 : 2020년 성적우수자(입학지원 성적 상위

대상과정 : - 애들레이드 대학교 진학 디플로마과정
-애들레이드 대학교 및 남호주대학교진학학부예비과정

-고등학교 10/11 학년

대학

Navitas

장학금 : 어학연수 5주무료또는 신청과정 학비의 200/o 장학금제공

SAIBT Early Bird Scholarship
대상 : 2020년

겉

SAIBT 6월 학기 입학생

장학금 :AU$1,000 장학금제공
조건 : 2020년 4월 말까지 예지금 납부 완료

SI BT Western International Merit Scholarship

궐

대상 : 2020년 2월 학기 성적우수자 입학생

대상과정 : SIBT&WSUSCC 패키지 등록
장학금 : AU$5,000 장학금 제공

UC College Multicultural Diversity Scholarship

겉

대상 : 2020년 2월 학기 입학생
대상과정 :캔버라대학교진학디플로마과정
장학금 : AU$2,000 장학금 제공

대상 : 박람회 기간동안등록하는 2020 년 입학생

대학

OIEG Pathways

궐

장학금:학비의 100/o 장학금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2월 3일~2월 28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대상 : 박람회 기간동안등록하는 2020 년 입학생

조·증·고

Amerigo

장학금 : 죄소

튿

US$10,000 이상의 장학금 제공

유효기간 : 2020 년 2월 3일~2월 28일 (마감기준: 입학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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