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준비 프로그램
(Job Ready Program) 
소프트웨어 테스터

모든 위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뒤에는 위대한 소프트웨어 전문 테스터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제품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스터의 손을 거쳐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서 완전한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ISTQB Accredited
Training Provider

We Can Help

Contact Us
AIIT(Auckland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Phone: 09-217-4055 
 Web: www.aiit.ac.nz 
 Email: info@aiit.ac.nz
 Address:  H1/ 5 Orbit Dr, Rosedale,  Auckland, New Zealand, 0632

테스터 교수진들과 전문가들이 테스터 자격증 교육과 인턴쉽 그리고 취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모든 교육생들은 공인된 국제 자격증을 갖춘 테스터가 되며 교육을 마치고 바로 전세계 어디
서든지  테스터로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IT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테스터 전
문가로서 성공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개인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관련하여 향후 테스터로서의 진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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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Tester
for better future in New Zealand

ÀÀÀ
장기 부족 직업군

(ANZSCO: 261314, 263213) 
소프트웨어 테스터는 장기 부
족 직업군에 속하여 쉬운 취업 
비자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의미 합니다.

취업기회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터 채용 광고가
평균 1,000개가 넘습니다.
(www.seek.co.nz 참고)

높은 연봉
Careernz 

(www.careers.govt.nz)과 
AbsoluteIT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스터  시급은 초급 : $60/hr, 

중급: $70/hr, 매니져: $100/hr.

Tester Job in NZ

ó ó
•Training
to become a certif
•Internship 
to gain a real 
•Job Support 
to get a job offer 

• 정부 프로젝트에서의 인턴쉽
• 인턴쉽 멘토 배정
• 인턴쉽 주간 평가보고서
• 뉴질랜드 현지 레퍼런스 제공
• 국제 자격증 취득
• 온라인 교육 제공
• 35,000개 이상의 리소스 제공

Internship Plan Job Interview Plan Job Guarantee Plan

Program Options
• 테스터 (Tester)
• 애자일 테스터 (Agile Tester)
• 테스트 분석가 (Test Analyst)
• 보안테스터 (Security Tester)
• 자동화 테스터 (Test 

Automation Engineer)
• IT 비지니스 분석가 ( IT 

Business Analyst)

Plan Options

Current Employers
AIIT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미 
뉴질랜드 현지 IT 회사 40여곳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주요 근무처는 오클랜드 
시청, St job. St John(직원수: 2,500), 
Vector (직원수: 2,000), Vodafone (직
원수: 3,000), Spark (직원수: 6,000), 
Datacom (직원수: 5,000)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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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ed Program

AIIT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터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 입니다. 뉴질랜드 IT 
기업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테스터를  뉴질랜
드 기업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Job Ready Program을 통해서 
교육 뿐 아니라 실제 인턴쉽과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IT 전문 기업들에게 명
성을 쌓아 오고있습니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뉴질랜드와 국제적인 인재로 성
장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Job Ready Program 은 ISTQB 교육 커
리큘럼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으며, ISTQB 협회 공인 기관입니다.

Job Ready Program

•
•

정규직 잡오퍼 보장
무제한 Job 인터뷰 
기회 제공

• AIIT 협력사 취업기회
• 1:1 채용 담당자 배정
• Job Interview plan

혜택 포함

Internrnr shipipi Plan Job Guararar ntee PlanJob Interviviv ew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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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성공적으로 Job Ready Program과 자격증 
단기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웹사이트 https://aiit.ac.nz/success/ 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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ņ테스터 이론 교육 
및 실기 (IST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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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8 주)

인턴쉽
(8 주)

취업지원
(채용 인터뷰)

ii 채용 인터뷰를 통한

취업

뉴질랜드 현지 회사 

실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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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
•

10회 정규직 인터뷰 보장 
담당 헤드헌터 배정인터
뷰 영어 시뮬레이션

• 이력서 업데이트
• Internship plan 혜택

포함

Who we 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