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INTERNATIONAL TRAVEL COLLEGE
OF NEW ZEALAND 에서

•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대학!

• 공항 교육 센터를 포함하여 탁월한 캠퍼스 시설

• 20주부터 2년까지 다양한 교육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7가지 자격증

• 1가지 2년 학사 과정:

    o 국제 여행 및 관광 관리 학사

• 학업 중 파트 타임 근로 가능

•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뉴질랜드에서 1년짜리      

  취업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 편하고 개별적인 학습 환경

• 실용적인 실무 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 취업 알선

www.itc.co.nz/korean

항공사, 여행 및 관광업계 진출을 위한 알찬 경력을

시작하십시오



www.itc.co.nz/korean

ITC 졸업생들이 취업한 회사: Emirates, Thai Airways, Qantas Airlines, Air New Zealand, Flight Centre, AJ Hackett
Bungy, Avis, American Express Travel, P&O Cruises, TourMasters, Menzies Aviation, SkyDive Auckland, Hotels:
Hilton, Langham, Sofitel, Novotel ...

하루 하루가 새로운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업계에 일하고 싶으십니까?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찾아볼 것도 없이, 항공사나 여행 및 관광업계가 제격입니다!

뉴질랜드 국제 관광 대학(ITC: International Travel College of New Zealand)은 항공사, 여행 및 관광업계에 대
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으로서, 이 분야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1996년에 설립된 ITC는 거의 20년
동안 학생들이 취업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유수한 뉴질랜드 관광 상을 포
함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ITC는 명실상부하게 이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ITC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 두 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약 15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오클랜

드에는 현대 도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근사한 카페와 레스토랑, 훌륭한 쇼핑 센터, 양호한 교
통망과 활발한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두 캠퍼스는 둘 다 다양한 종류의 숙박 시설이나 공공 교통 수단에서 내려 걸어서 등교할 만한 거리에 있습니

다. 본교는 시설이 우수하고 수업료가 높지 않으며 자원이 최상임을 약속합니다. 본교는 교내에 공항 교육 센
터(체크인, 탑승, 기내 구역)를 두고 있으며,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이 업계에 필수적인 스킬을 실제와 같이 교육

합니다. 본교의 과정에는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항공요금 및 발권과 Amadeus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격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진 전원이 업계 경험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소수 정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개별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본교의 학생 서비스 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상담 서비스(Pastoral Care)
를 제공함으로서 ITC에서는 유학생들을 “무관심하게” 방임하지 않고 자상하게 돌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일년 내내 입학생을 받으며 취업 목적에 완벽하게 적합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영어 수준이 본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교는 오
클랜드 영어 학교를 통해 다양한 영어 연수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교

는 일년 내내 입학생을 받으며 취업 목적에 완벽하게 적합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
름답고 안전한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알차고 새로운 경력을 힘차게 시작하려면, 본교 웹사이트인 www.itc.co.nz를 참조하거나

international@itc.co.nz을 통해 언제나 친절한 본교의 마케팅 팀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현지의 지정 대행사에

문의하십시오.

Benjamin(싱가포르)은 본교에서 두 가지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후 싱가포르로 귀국

하여 여행사 직원 겸 가이드로 Chan
Brothers Ltd에 취업했습니다. 그 후 현재

까지 기업 출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Angie(태국)는 본교의 관광 및 여행 관리 학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오클랜드의

국제 호텔(The Langham)에서 스파 컨시어지로

서 근무 중입니다.

ITC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