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교육의 산실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

CSU – 호주 유수의 국립대학교Австралии.
CSU(Charles Sturt University)는 전문 인력 배양으로 인정받는 호주의 대학교이자 최고의 원격 교육 기관입니다.
CSU는 호주 국내 및 해외를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캠퍼스와 원격 교육, 교육 전문 업체와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CSU는 호주 ACU(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소속의 종합대학입니다.
CSU의 400여 강의는 약 35,000명이 캠퍼스 및 원격 교육을 통해 수강하고 있으며 전공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SU의 400여 강의는 약 35,000명이 캠퍼스 및 원격
교육을 통해 수강하고 있으며 전공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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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및 와인학과
보조의료
동물학 및 수의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창작산업
스포츠과학
환경공학
인문사회과학
IT, 컴퓨터 및 수학
문헌정보학
의학
간호학
경찰, 치안 및 응급 관리
심리학
자연과학
교육학

• 종교학
전공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www.csu.
edu.au/coursesНаши выпускники готовы к работе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CSU 졸업생
CSU 학위는 대부분 관련 정부 및 산업 단체의 공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단체는 산학협력을 통해 CSU 졸업생이 바로 실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CSU 졸업생은 훌륭한 인재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 학생들이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인턴십이나 실무 배치를 마치면,
대다수가 졸업 전에 취업 제안을 받습니다.

열정적인 교수진
CSU는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추고 호주 내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며 그 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학과는 세심하게
계획된 커리큘럼 및 교수법으로 관리됩니다. CSU에서 학업을
시작할 때부터 졸업을 할 때까지, 교수진은 학생의 장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2010년에는
CSU 교수진 가운데 4명이 연극/미디어, 사회정의, 전문직 및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뛰어난 기여를 인정받아
명망 있는 AlTC(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학생 요구에 맞춘 다양한 수업 방식
우수한 연구 실적
CSU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 및 연구 인력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분야 및 프로젝트를 조사, 발굴
및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SU는 환경공학 및 관리, 분석화학, 농작물 및 방목장
시스템 등 몇몇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생물학, 교육 시스템, 교과과정 및
교수법, 관광학, 응용윤리 및 철학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CSU는 수업 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CSU 강의는
학생들의 여건에 맞게 각 지역 캠퍼스나 시드니 또는 멜버른의
CSU Study Centre에서 종일 수업을 듣거나, 몇 시간만 원격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CSU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실습 중심의 수업
CSU 재학생은 다양한 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실무를 바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실습을 통해 계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표준 라디오 방송 시설, 텔레비전 방송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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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경우 뉴사우즈웨일즈의 알버리-워동가, 바터스트,
오렌지, 와가와가 지역의 CSU 캠퍼스나 노스 파라마타 또는
캔버라의 신학 전문 캠퍼스, 아니면 시드니나 멜버른의 업무
중심 지구에 있는CSU 스터디 센터에서 수학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보조 의료 클리닉, 운동생리학 실험실, 수의학
클리닉, 640헥타르의 농장, 판매용 와인 양조장, 인터넷 도서관
및 컴퓨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CSU의 학부
강의에는 대부분 업체 실습 과정이 포함됩니다.

CSU의 방대한 해외 자매 대학
CSU는 약 25개국에서 60건 이상의 제휴를 맺고 연구, 전공
과정 제공, 문화 교류, 교환 학생 및 교환교수,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CSU 과정 이수 방법:
해외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SU의 학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호주의 CSU에서 수학(캠퍼스 또는 CSU Study Centre)
• 고국에서 원격 교육을 통해 CSU 과정을 이수
• 호주, 중국, 캄보디아, 홍콩의 CSU 자매 대학에서 선별
제공하는 CSU 과정 이수

CSU 지역 캠퍼스
CSU 지역 캠퍼스에서 학습하면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CSU 캠퍼스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안전하고 우호적이며
성장 중인 내륙 도시에 위치
• 도시 생활의 장점인 넓은 공간뿐 아니라 깨끗한 공기, 유쾌한
생활방식 과 같은 시골 생활의 이점을 함께 누릴 수 있음
• 캠퍼스 기숙사 이용 가능
• 아담하고 친절한 호주의 지역 공동체에서 영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늘리고 친구를 사귈 기회를 얻음
• 강의당 학생수가 적음
• 저렴한 생활비 및 호주 대도시와 인접
CSU의 최적의 캠퍼스 위치와 격의 없는 교수진, 우수한 교육
시설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Study Abroad at CSU
Study Abroad at CSU는 해외 대학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현재 대학 재학 중이 아니더라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정식 학위 이수라는 부담 없이도 호주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훌륭한 면학
분위기를 갖춘 지역 캠퍼스에서 몇몇 강의를 듣고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학점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학점

SYDNEY

V ict or ia
MELBOURNE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U Study Centre – 시드니 및 멜버른
CSU Study Centre는 5개 대륙에서 국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인 호주 Study Group 와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CSU와 Study Group은 모두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SU Study Centre를 통해서는 회계, 비즈니스 및 IT 전공
과정을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제공합니다. 센터에서 수학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
•
•
•
•
•
•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기회(56개국)
우수한 면학 분위기
우수한 교수진
대도시 소재의 다른 대학들보다 적은 강의당 학생수
현대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수업 시설
대다수 과정이 주기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음(2월, 7월, 11월)
Embassy, Martin College 및 Taylors UniLink를 통해 영어
연수 및 대학 진학 준비 가능

CSU – 최대의 원격 교육 제공 기관
• CSU는 세계 어디서든 집이나 직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학과 및 학위를 원격 교육을 통해 제공하여 전문
교육의 장을 열어갑니다. 호주 최초로 온라인 학과 강의를
시작한 CSU는 원격 교육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호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 원격 교육
과정 등록 학생수는 2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 원격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CSU는 최고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구축하여,
교수진과의 연락, 학생 지원 서비스, 과제 제출, 대규모
도서관 시설 이용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
• 편리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수준을 심화할 수 있음
• 원격 교육은 직장인 또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부 방식
• 학위 증서에는 원격 교육 여부가 표시되지 않음

전도유망한 졸업 후 진로
• CSU 내국인 졸업생의84.7%가 학사 취득 후 4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는 호주 평균보다 8% 가까이 높은 기록(2010
Australian Graduate Survey)
• CSU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친 2011년도 유학생 졸업생수는
1,969명
• CSU는 졸업생 취업 및 진로 항목에서 별 5개 만점에 5개를 기록
(2010 Good Universities Guide)

CSU 공인 교육 과정 제공 기관
CSU는 호주 및 해외에 다수의 공식 자매 결연 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도
CSU의 전공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졸업 시 CSU 학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자매 대학 목록: www.csu.edu.au/international/options/internationalpartners
www.csu.edu.au/international/options/international-partners

뛰어난 전문성
CSU는 농학, 수의학, 환경공학,
유아교육, IT 대학원 전공 등이
개설된 호주 최대규모의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CSU는 호주 및 여러 국가에서
경찰 및 치안 인력 양성의 산실 역할을
맡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캐나다,
영국, 아부다비 등 국제 사법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CSU 문의 정보
전공 과목 및 입학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fo.csu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61 2 6338 6077(해외에서 문의 시)
홈페이지: www.csu.edu.au/international
질문 및 문의: www.csu.edu.au/contacts/enquiry
CSU Study Centre로 직접 문의하시려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61 2 9291 9300(해외에서
문의 시)
이메일: studycentre@csu.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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