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공무국외출장 개요 ]
기간 : 2019.10.14. ~ 10.19.(4박6일)
장소 : 호주(브리즈번, 시드니)
대상 : 의원 1명(오인철 의원)
연수목적 :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중간점검
(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주관 )

충청남도의회
[교 육 위 원 회 ]

2019 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중간점검]

Ⅰ

개 요

1. 목적
가. 2020년도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나. 국외(호주) 취업 현장 답사를 통한 해외취업 역량강화 기반 구축
다. 국외 글로벌현장학습 현지 점검을 통한 정보수집 및 확대 방안 탐색

2. 관련근거
가. 2019 충남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파견 및 인솔 계획
(미래인재과-13056, 2019. 9. 5.)
나. 2019년 충남 직업계고 글로벌현장학습 중간점검 안내
(미래인재과-15308, 2019.9.30.)

3. 추진업무
가.
나.
다.
라.

Ⅱ

현장방문을 통해 글로벌현장학습 현장 수행 상황 및 애로사항 점검
각 국가별 여건에 맞는 기업체 방문을 통하여 국외 취업처 탐색
실습업체 및 교육기관, 관공서 방문을 통해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모색
현지의 학교 방문을 통한 직업교육 우수사례 체험 및 직업교육
관련 시스템 조사 활동 등

출장 현황

1. 출장지 및 출장자
가. 출장지 : 호주(시드니, 브리즈번)
나. 출장기간 : 2019. 10.14.(월) ~ 10.19.(토), 4박 6일
다. 출장자 :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도의원)
※ 충남교육청 김용정 장학관 및 이광희 장학사 동행

2. 출국(경유) 및 귀국 일정
편명
KE123

출발
2019. 10. 14.(월)

한국(인천)

KE124 호주(브리즈번)
KE122

도착

호주(시드니)

20:05
2019. 10. 16.(수)
15:05
2019. 10. 19(토)
08:45

호주(브리즈번)
호주(시드니)
한국(인천)

비고

2019. 10. 15.(화)
06:50
2019. 10. 16.(수)
17:40
2019. 10. 19(토)
17:45

3. 세부일정
❍ 호주-브리즈번: 2019. 10. 14.(월) ~ 10. 16.(수) 1박3일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1일차
10. 14.(월)

인천

KE123

2일차
10. 15.
(화)

브리즈번

전용
차량

세부일정

오후 ▪ 인천 출발(10/14 20:05)
▪ 브리즈번 도착(10/15 06:05)
▪ 중개업체 미팅
오전 - 스마트커리어센터
▪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 문화체험지 방문
- 마운틴 쿠사 – 문화체험 안전, 봉사 및 미션수행 장소 점검
▪
오후 -

학생, 인솔교사 간담회 - 점심
파견학생 20명, 인솔교사, 방문단
현지 생활 의견 수렴 및 개선안 협의
학생 애로사항 및 프로그램 개선 사항 상담
학생 격려

▪ 교육기관 TAFE Queensland International 방문
- 글로벌 현장학습 결과 논의(영어&직무교육)
오전 - 교육기관 시설 점검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프로그램 방향 논의
- 사전 영어교육 프로그램 방향 논의
3일차
10. 16.
(수)

브리즈번

브리즈번
시드니

전용
차량

▪ 현장실습 기관 방문
– 현장실습 기관 Cafe63 (취업약정 업체)
– 조리, 서비스 관련 업체 / 안전사항 점검
▪ 현장실습 기관 방문
오후
- Rydges Hotel Southbank Brisbane
- 조리, 서비스 관련 업체 방문
- 실습기관 안전사항 점검
- 점심 후 브리즈번 공항 출발
오후 ▪ 브리즈번 출발(10/16 15:05)
▪ 시드니 도착(10/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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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시드니: 2019. 10. 16.(수) ~ 10. 19.(토) 3박4일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1일차
시드니 전용차랑 오후 ▪ 시드니공항 도착(10/16 17:40)
10. 16.(수)
- 호텔 체크인
2일차
시드니 전용차량 오전 ▪TAFE 기술연수기관 방문
10. 17.(목)
- 국제학생 담당 매니저 미팅
- 연수기관 장소 점검
- 캠퍼스 안내
▪나무에듀(중개업체) 방문
- 학생현황 보고 및 브리핑
오후 ▪TAFE 영어연수기관 방문
- 국제학생 담당 매니저 미팅
- 연수기관 장소 점검 및 학생 간담회
- 선배학생 격려
▪학생 수소(홈스테이) 현황 점검
- 숙소와 교육기관, 현장 실습 기관 이동 동선 및
교통 수단 확인
- 홈스테이 가족 만남
- 홈스테이 외, 내부 확인
3일차
시드니 현지교통 오전 ▪ 문화체험 점검
10. 18.(금)
- 시드니 주요 문화체험 점검
- 문화체험 프로그램 적합성 확인
오후 ▪
▪
-

현장실습 기관 업체 점검
파견학생 전공 및 실습 연계성 파악
실습기관 안전사항 점검
관리업체 면담
향후 국내외 취업 지원 방안
학생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지 지원 방안

4일차
시드니 국제항공 오전 ▪ 시드니 출발
10. 19.(토)
인천
오후 ▪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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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정별 추진현황

1. 호주 브리즈번
< 2일차 : 2019.10.15.(화) >
□ 06:50 브리즈번 도착, 스마트커리어센터 대표 이재원외 1명 미팅
□ 09:00 TAFE Queensland 기술연수 기관(SkillTech) 방문
-

퀸스랜드

주립

교육기관

TAFE의

공업계열

캠퍼스인

TAFE

Skillstech 방문
- 공업계열 직무교육 시설 점검 및 직무교육의 진행, 직무교육 이후의
공업계열 분야로의 진로에 대한 담당자 미팅
- 용접, 조적, 자동차, 기계 등 실습실 점검

그림 1. TAFE Skillstech 담당자 미팅

그림 2. TAFE Skillstech 내 실습실 점검

□ 10:30 TAFE Queensland 기술연수 기관(TAFE Queensland International) 방문
- 글로벌현장학습 국제통용자격과정 운영 협의
- 외국어교육(IELS) 협업 운영 방안 협의
- 스마트커리어센터 업무 협의 등

그림 3. TAFE Queensland 업무 협의
□ 13:30 파견학생, 졸업생 간담회(중식)
- 파견학생 20명, 졸업생 3명, 파견교사, 중개업체 관계자 등
- 파견학생 격려 및 의견 청취
- 스마트커리어센터 업무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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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견학생, 졸업생들과 식사

그림 5.졸업생 간담회 및 격려

□ 14:30 TAFE Queensland 기술연수 기관(TAFE Southbank Campus) 방문
- 호주 퀸스랜드 주 주립 기술 대학인 TAFE Queensland 중 글로벌 현
장학습 학생들의 어학교육기관이자 서비스, 조리 직무교육기관인
방문
-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들의 어학교육 오리엔테이션 참관
- 조리 및 서비스 직무교육 시설 점검

그림 6. 조리 및 서비스 직무교육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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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TAFE Queensland 외국어연수 기관 방문
- 외국어교육 수업 활동 참관
- 교육시설 점검 등

그림 7. 외국어교육 시설 점검
< 3일차 : 2019.10.16.(수) >
□ 09:00 현장실습 기관(Cafe 63 Westend) 방문
- 서비스 직종 현장학습 실습 업체 Cafe 63 Westend 방문
-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들의 실습 및 이후 취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
으로, 호주의 유명 카페 체인점(브리즈번)
- 작년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자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참여하였던
정영은, 김예원 학생의 실습지이며, 실제 이후에 취업연계가 진행되
었던 기관
- 업체 대표 면담, 시설 점검

그림 8 & 9. Cafe 63 담당자와 미팅

□ 10:30 현장실습 기관(Rydges Hotel Southbank Brisbane)방문
- 호텔 서비스 현장학습 실습 업체 Rydges Hotel Southbank Brisbane
- 호텔 실습 환경 점검
- 관리 매니저 면담, 시설 점검 등

그림10. Rydges 호텔 실습 환경 점검

그림 11. Rydges 호텔 담당자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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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시드니
< 1일차 : 2019.10.17.(목) >
□ 09:00 시드니 TAFE 기술연수기관 방문
- 국제학생 담당 매니저 미팅
- 연수기관 장소 점검
- 국제통용자격과정, IELTS 교육방안 협의
- 기관 방문 및 내부 학교 시설 점검
- 학생들 파견 전공에 따른 직업 교육과정 견학
- 관계자 미팅 및 2020년 프로그램 진행방향 논의
- 점검사항
▪ 학생관리기관과의 연계로 전담 직원이 학생 출결 및 특이사항 관리
▪ 학생 전공별로 담당 선생님 배치, Hospitality 전공의 경우,
일정인원 이상시 단독 수업가능
▪ 용접, 서비스, 조리, 제빵, 미용 등의 전공별로 연수 실시 및 실습
시 연계 도움

[TAFE방문 및 담당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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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학생관리 기관(나무에듀) 방문
- 학생관리기관 방문 및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 사업현황 및 학생관리
사례 브리핑
- 담당자 미팅 및 2020년 프로그램 진행방향 논의
- 점검사항
▪ 연수기관, 홈스테이, 실습업체 관리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 진행
▪ SNS, 일일 학생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일일 학생관리
(출석여부, 질병유무 등)
▪ 어학연수 및 기술연수기관, 현지 네트워크 기관(병원, 한인회, 변호사 등)
과의 협약 체결 내용

[학생관리 기관 나무에듀 방문 및 담당자 미팅]

□ 14:00 현지 영어연수 기관(TAFE Meadowbank campus) 방문
- 기관 방문 및 내부 학교 시설 점검
- 학생들 파견 전공에 따른 직업 교육과정 견학
- 관계자 미팅 및 2020년 프로그램 진행방향 논의
- 점검사항
▪ 학생관리기관과의 연계로 전담 직원이 학생 출결 및 특이사항 관리
▪ 어학연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학생 영어 레벨별(3수준)로 구분
▪ 지도 강사 면담 및 강의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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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 영어연수 기관 점검 및 담당자 미팅]

□ 15:00 홈스테이 방문
- 시드니 시티 근교에 위치한 홈스테이
- 숙소 위치, 식사 등 학생들 생활환경 점검
- 거주학생: 1조(이다영, 조가은)
- 점검사항
▪ 주변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어 등·하교 시 편하게 이용 가능
▪ 인터넷 제공, 2인 1실 베드룸과 주방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환경 조성
▪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기준으로 주변 환경은 치안이 안전한 지역

[1조 이다영, 조가은 홈스테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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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현장실습 업체 (FireStone - 조리, 서비스) 방문
- 실습예정학생 : 채승범
- 실습 환경 점검
- 점검사항
▪실습 현장 안전 점검
▪업체대표 면담

[업체 FireStone - 조리, 서비스 방문]

□ 17:30 학생과 간담회(석식)
- 파견학생 20명, 파견교사, 업체관계자 등
- 학생 격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및 애로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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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학생 간담회]

< 2일차 : 2019.10.18.(금) >
□ 09:00 현장실습 업체 (Servo tech fabrication – 용접) 방문
- 실습예정학생 : 김승용, 김주영
- 실습 환경 점검
- 점검사항
▪ 용접 실습 현장 안전 점검
▪ 작년도 파견학생 및 업체대표 면담

[업체 Servo tech fabrication - 용접 방문]

□ 10:00 홈스테이 방문
- 시드니 시티 근교에 위치한 홈스테이
- 숙소 위치, 식사 등 학생들 생활환경 점검
- 거주학생: 8조(서민재, 천태웅)
- 점검사항
▪ 주변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어 등·하교 시 편하게 이용 가능
▪ 자연 환경과 융화가 잘 되어 있고 공원 및 녹지 지대가 많은 친환경지대
▪ 인터넷 제공, 2인 1실 베드룸과 주방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환경 조성
▪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기준으로 주변 환경은 치안이 안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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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서민재, 천태웅 홈스테이 방문]

□ 11:00 현장실습 업체 (Cherry beans shop – 조리, 서비스) 방문
- 실습예정학생 : 김연광
- 실습 환경 점검
- 점검사항
▪ 신규 업체로 학생 파견 및 사업 설명
▪ 조리, 서비스 실습 현장 안전 점검
▪ 업체대표 면담

[업체 Cherry beans shop- 조리, 서비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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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 2019.09.26.(화) >
□ 14:00 현지 문화 체험 장소 실사
- 장소: 시드니
- 시드니의 주요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고, 다양한 미션프로
그램을 통한 현지 적응 능력 향상
- 버스, 기차 등 다양한 현지 대중교통을 활용한 문화체험 실시
- 시드니의 역사 등의 주제가 있는 문화체험을 실시
□ 18:00 선배학생과 간담회(석식)
- 2008년 이후 파견학생 20명여명, 파견교사, 업체관계자 등
- 학생의 경험담, 애로사항,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선배학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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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지점검 내역

1. 호주 - 브리즈번
▶ 학생관리기관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연수기관, 홈스테이, 실습업체 관리 등
- 주소: Suite 1, Level 5, 231 George St.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Brisbane QLD 4000
업무 전담 직원 적절히 배치
- 연락처(전담): +61 7 3012 9635/ 070 4623 5547
SNS를 통한 체계적인 일일 학생관리(출
학생관리 자체계획 수립여부

석여부, 질병유무 등)
일일 학생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록

비상사태 및 응급체계수립여부

비상 시,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에 도
착 가능한 위치에 전담 직원 대기하여
초동 대처 가능

면담현황 관리여부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시
스템 보유

어학연수기관간 협약체결여부

어학연수기관 TAFE Queensland와의 협
약서 보유

기술연수기관간 협약체결여부

기술연수기관 TAFE Queesland Skills
tech, Southbank Campus와의 협약서 보
유

Littles Lawyer 브리즈번 현지 변호사
재입국, 비자연장, 취업 등의 법률적 지원을
사무실과 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 관련
위한 전문변호사 확보여부
자문 서비스 제공 및 확보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 평가서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 확보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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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기관
착 안 사 항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 주소: 66 Ernest St, South Brisbane QLD
4101
- 연락처(전담): +61 7 3244 5664

확

인

결

과

학생관리기관과의 연계로 전담 직원이 학
생 출결 및 특이사항 관리
학생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이사항
공유
어학연수기관 응급 매뉴얼을 통한 조치 및
학생관리기관에 보고
출결 및 특이사항은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어학연수비: $340 (1주) 기숙사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홈스테이를 이용하고 있음.

학생관리 자체계획 수립여부
응급체계수립여부
면담현황체계 관리여부
시간 및 비용
- 학비, 기숙사비, 식비

식사의 경우 3식 모두 제공. 중식의 경우
도시락을 제공.
6주간의 어학연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학생 영어 레벨별로 구분

▶ 기술연수기관
착

안

사

항

확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 TAFE Southbank Campus 주소: 66
Ernest St, South Brisbane QLD 4101
- TAFE Skillstech Campus 주소: 247 Bradman
St, Acacia Ridge QLD 4110
- 연락처(전담): +61 7 3244 5664
전공일치도 및 업무연관도

응급체계수립여부
면담현황체계 관리여부
시간 및 비용
- 식사제공여부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인

결

과

학생 전공별로 담당 선생님 배치,
모든 전공 단독 수업 개설 및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의 필요에 맞는 수업
진행.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됨.
조리, 서비스, 용접, 전기전자, 자동차, 건
설 등의 전공별로 연수 실시 및 실습 시
연계 도움
기술연수기관 응급 매뉴얼을 통한 조치 및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출결 및 특이사항은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식사는 홈스테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점
심의 경우 홈스테이에서 도시락 제공
기술연수 평가서를 통한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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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점검사항
점

검

사

항

확 인 결 과
호주 퀸스랜드 주 프랜차이즈 카페형 레스

현장실습 기관 방문 및 점검
토랑. 2018년 김예원(천안여자상업고), 정
Cafe 63 Westend– 김현진, 임서영(천안여자 영은(논산여자상업고) 학생이 실습 후 취
상업고), 박소연(청양고) 학생 실습 예정
업한 곳으로, 워킹홀리데이 학생의 취업
지원 관련하여 논의.
호주 브리즈번 사우스뱅크 지역에 위치한
현장실습 기관 방문 및 점검
4성급 호텔. 2018년 김성령(천안여자상업
Rydges Southbank Hotel- 김유빈(강경산업 고) 학생이 현장 실습 후, 재입국 시 취업
고), 김민영(태안여자고) 실습 예정

기회를 제공했던 업체. 만족도가 높은 업
체로 향후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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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 시드니
▶ 학생관리기관
착

안

사

항

확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 주소: AG.07, 27 Crystal St, Petersham
NSW 2049 Australia
- 연락처(전담): +61 2 9891 5568 / 070 8222 3519

인

결

과

연수기관, 홈스테이, 실습업체 관리 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업무 전담 직원 적절히 배치

학생관리 자체계획 수립여부

SNS를 통한 체계적인 일일 학생관리(출
석여부, 질병유무 등)
일일 학생관리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록

비상사태 및 응급체계수립여부

비상 시,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에 도
착 가능한 위치에 전담 직원 대기하여
초동 대처 가능

면담현황 관리여부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한 학생 관리시
스템 보유

어학연수기관간 협약체결여부

어학연수기관 NSW TAFE Meadowbank
Campus와의 협약서 보유

기술연수기관간 협약체결여부

기술연수기관 NSW TAFE Ultimo TAFE
Campus와의 협약서 보유

Panacea Lawyers & Accountants 시드
재입국, 비자연장, 취업 등의 법률적 지원을 니 현지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 체결을
위한 전문변호사 확보여부
통해 법률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및
확보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 평가서를 통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 확보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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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기관
착 안 사 항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 주소: See St, Meadowbank NSW 2114
Australia
- 연락처(전담): +61 2 9942 3781
학생관리 자체계획 수립여부
응급체계수립여부
면담현황체계 관리여부

확

인

결

과

학생관리기관과의 연계로 전담 직원이 학
생 출결 및 특이사항 관리
학생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이사항
공유
어학연수기관 응급 매뉴얼을 통한 조치 및
학생관리기관에 보고
출결 및 특이사항은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어학연수비: $340 (1주) 기숙사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홈스테이를 이용하고 있음.

시간 및 비용
- 학비, 기숙사비, 식비

식사의 경우 주중에는 2식(조식&석식), 주
말에는 3식제공
6주간의 어학연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학생 영어 레벨별로 구분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 기술연수기관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조직 및 전담직원배치
- 주소: 731/698 Harris St, Ultimo NSW
2007 Australia
- 연락처(전담): +61 2 9217 4815

학생 전공별로 담당 선생님 배치,
Hospitality 전공의 경우, 일정 이상학생
인원 수업 진행시, 단독 수업 개설

전공일치도 및 업무연관도

용접, 서비스, 조리, 제빵, 미용 등의 전공
별로 연수 실시 및 실습 시 연계 도움

응급체계수립여부

기술연수기관 응급 매뉴얼을 통한 조치 및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면담현황체계 관리여부

출결 및 특이사항은 학생관리기관과 공유

시간 및 비용
- 식사제공여부

식사는 홈스테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학
생관리기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중식비
배부

자체 평가체계 확보여부

기술연수 평가서를 통한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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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홈스테이 및 기숙사)
착

안

사

항

위치
- 주소: 18 Hilder Rd, Ermington NSW
2115
- 연락처(전담): +61 413 165 130

확

인

결

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홈스테이 중 하나
이고 호스트가 학생들을 가족의 일부로 여
기며 아끼시는 모습이 보임

주중 조식, 석식 제공 (학생관리기관에서
중식비 배부) 주말 조식, 중식, 석식 제공

비용 및 식사제공여부

인터넷 제공여부 및 비용 등

무제한 인터넷 제공, 홈스테이마다 인터넷
사용량 상이

1실당 정원

2인 1실, 1인 1실 기준으로 배정

접근성

어학, 기술연수기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학
생들의 등하교 최적의 접근성 보유
착

안

사

항

위치
- 주소: 8 Hunter Pl, Castle Hill NSW
2154
- 연락처(전담): +61 410 420 830

확

인

결

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홈스테이 중 하나
이고 호스트가 학생들을 가족의 일부로 여
기며 아끼시는 모습이 보임

비용 및 식사제공여부

주중 조식, 석식 제공 (학생관리기관에서
중식비 배부) 주말 조식, 중식, 석식 제공

인터넷 제공여부 및 비용 등

무제한 인터넷 제공, 홈스테이마다 인터넷
사용량 상이

1실당 정원

2인 1실, 1인 1실 기준으로 배정

접근성

어학, 기술연수기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학
생들의 등하교 최적의 접근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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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현장실습 기관 방문 및 점검
Firestoone– 채승범 학생 실습 예정
현장실습 기관 방문 및 점검
Servo– 김승용, 김주영 학생 실습 예정

확 인 결 과
조리, 서비스 업체, 식자재 실습 및 브런치
메뉴 조리 보조 업무 지원, 향후 취업 지원
방안 논의
근무환경 점검 추후 후배들 실습 및 취업
처로 적합

조리, 외식서비스 업체, 샐러드 및 카페 메뉴
현장실습 기관 방문 및 점검
조리, 매장 관리방법 등 교육 제공
Cherry beans shop-김연광 학생 실습 예정
시드니 지역 여러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실습업체]
업체명

업종

실습생

C-mac

용접
배관

천태웅
서민재

Servo Tech
Fabrication

용접
배관

김승용
김주영

Gayo
Install&service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전기
전자
조리
서비스
조리
서비스
카페
서비스
조리
카페
서비스
조리
카페
베이커리
카페
서비스
조리

Justin Cool
I Cure
Firestone
Soul Origin
Atrio

Bunker 64
LAB bakery
Café Cherry
Beans

황석규
이주영
이정훈
구본우
채승범
이다영
조가은
남은지

실습내용
(학생 수행업무)

담당자(관리자)
이름
연락처
+61 2
Steve
용접 및 배관작업 보조
9631
Grlyak
6000
+61 2
Jimmy
소방배관 용접 및 설치 보조
9624
Choi
7637
Ben
+61 425
전자기기 수리 및 전선 연결
Heo
202 670
Justin +61 401
중전기 수리 및 전자기기 포장 실습
Kim
227 153
Janny +61 402
전자 제품 수리
Lee
281 029
식자재 실습 및 브런치 메뉴 조리
+61 433
김기원
보조
251 889
+61 401
재료 손질 및 기본요리 실습(주방보조) Sherwin
274 343
+61
2
재료 손질 및 기본요리 실습
Joo
404 068
홀 서빙 및 고객 안내
Lee
282

방현빈

간단한 카페 식음료 제조 및 홀 서비스
+61 412
An Kim
실습
776 127

김선균

기본 제빵 교육 및 베이커리 보조

Duke

김연광

샐러드 및 간편 식음료 실습
및 매장 관리법 교육

Jani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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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30
315 531
+61 2
9638
0190

업체명
Café Black
Bay
TNS Logistics
Lemon Tree
café
nVogue
Organic Hair
Dr James
Sung dental
surgery

업종
카페
서비스
조리
물류
서비스
조리
서비스

실습생

실습내용
(학생 수행업무)

원시연

메뉴 조리 및 매장 서비스 실습

박미나

물류 서비스 사무보조 업무

이지은

조리 보조 및 매장관리

미용

조유진

헤어스타일 연출 및 고객 서비스 제공

간호

이지예

치료준비 예방처치 및 일반진료 어시스트

[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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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관리자)
이름
연락처
박창범

+61 425
414 650

Peter
Choi
Jason
Cha
Jiyeon
Kim

+61
819
+61
017
+61
005

Janice
Lee

+61 407
345 244

420
149
407
012
404
122

Ⅴ

출장결과 및

기타사항

가. 어학교육
❍ TAFE Queensland, Meadowbank 어학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준별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음
❍ 어학기관 담당자 및 강사 면담 결과 매주 테스트를 통해 평가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안전하고 잘 정비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음
나. 실습업체
❍ TAFE Queensland, Meadowbank

어학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준별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음
❍ 어학기관 담당자 및 강사 면담 결과 매주 테스트를 통해 평가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안전하고 잘 정비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음
다. 향후 추진 방안
❍ TAFE Queensland, Meadowbank 대학과 연계한 국제통용자격과정
도입 운영 협의
❍ 언어교육(IELTS)에 대한 상호협력 분야 협의
❍ 2019년 이내 세부사항 협의 후 추진하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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