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세요
국제 교육

학문적 우수성.
여유로운 생활 환경.

2022년

본 간행물은 퀸즐랜드 정부의 국제교육훈련
협력기금에서 공동 출자한 자금으로 퀸즐랜드
무역투자부 산하 국제교육훈련단(IETU)이
관리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퀸즐랜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세요

퀸즐랜드의 학교는 사립학교, 카톨릭계
학교, 공립학교와 같이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교
운영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사립학교는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카톨릭계 학교 및 공립학교와는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재능과 요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는 많은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곳입니다.

학문적 우수성.
여유로운 생활 환경

현재 약 2,000명의 유학생이 퀸즐랜드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에서 유학생들은 우수한 학업
역량을 함양하면서 퀸즐랜드의 친근하고
여유로운 야외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의 사립학교는 유학생들이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립학교는 유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y 초등 및 중고등 학교의 학업
y 학교에서 영어 수업
y 중고등 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www.isq.qld.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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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협조적이며
친절한 분위기

우수한 교육의
역사

사립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어서 가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은 150년 넘게 퀸즐랜드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펼쳐 왔습니다.

퀸즐랜드의 사립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들이 포함됩니다.
y 특정 종파와 관계없는 학교
y 신앙 기반 학교
y 철학 기반 학교
y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y 국제 바칼로레아 학위를 제공하는 학교
사립학교들은 다음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y 다방면에 걸친 일반 교육 제공
y 학생들의 윤리적, 정신적 성장 함양
y 학생들에게 사목적 보살핌 제공
y 훈육과 규율 진작
y 개별 학생의 요구와 적성 및 관심사 충족
y 가정-학교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 구축
y 모두를 위한 최상의 교육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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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에서 사립학교는 학교 체계의
중요한 일익을 맡으며, 주의 전체 초등학교
등록 학생의 15퍼센트와 중고등학교 등록
학생의 20퍼센트를 위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립학교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이는 학교 재단주나 주주들의 수익이
아닌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호주 연방정부와 퀸즐랜드 주정부는
이러한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
대신 각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견실하게
운영하며 교육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립학교 인증위원회(NSSAB)는 퀸즐랜드
정부가 사립학교들의 질적 수준을
규율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된
법정기구입니다. 학교들은 퀸즐랜드에서
학교 운영에 적합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선택하기

퀸즐랜드의 학생
생활에 적응하기

학생과 학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드높이는 교육 방식과 교육 철학을 지닌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퀸즐랜드 사립학교는 최우선적으로
유학생의 안전과 복지에 중점을 둡니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퀸즐랜드 도착 후 모든 학업 및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 교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y 자녀의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교

y 새로운 환경에 대한 안내와 적응

y 학생의 공동체 책임 의식 함양을 강조하는
학교

y 시간 관리와 공부 방법

y 학교의 평판/명성

y 영어 및 개인 교습 지원

y 우수한 학업 성과
y 제공하는 과목의 범위
y 기존 학생들의 외양/행동
y 기술, 과학, 예술, 스포츠용 특별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

y 과목 선정 및 진로 상담
y 과외 활동과 교과 관련 활동
y 개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조언
학교의 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y 소규모 학급 편성
학부모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졸업
후 전망입니다. 퀸즐랜드 사립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학생들은 현재
퀸즐랜드를 비롯한 호주의 다른 주와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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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 이름

위치

성별

Coomera Anglican College

Upper Coomera, Gold Coast

남녀공학

Gold Coast Christian College

Reedy Creek, Gold Coast

남녀공학

Hills International College

Jimboomba, Logan

남녀공학

John Paul International College

Daisy Hill, Logan

King’s Christian College

학년

홈스테이

기숙사

3-12

7–12

–

10

P–12

3–12

–

11

P–12

7–12

7–12

12

남녀공학

P–12

7–12

7–12

13

Reedy Creek, Gold Coast

남녀공학

P–12

7–12

–

14

Moreton Bay Boys’ College

Manly West, Brisbane

남학교

P–12

7–12

–

16

Moreton Bay College

Manly West, Brisbane

여학교

P–12

7–12

–

18

Peace Lutheran College

Kamerunga, Far North Queensland

남녀공학

P-12

–

7–12

20

Saint Stephen’s College

Coomera, Gold Coast

남녀공학

P–12

4–12

–

22

Sheldon College

Sheldon, Brisbane

남녀공학

1–12

7–12

–

24

St Hilda’s School

Southport, Gold Coast

여학교

P–12

7–12

6–12

25

St John’s Anglican College

Forest Lake, Brisbane

남녀공학

P–12

7–12

–

26

Caloundra Christian College

Caloundra, Sunshine Coast

남녀공학

CRICOS*
P–12

4–12

–

페이지

8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Ascot, Brisbane

여학교

7–12

5–12

28

St Paul’s School

Bald Hills, Greater Brisbane

남녀공학

P–12

7–12

–

29

Toowoomba Grammar School

Toowoomba, Darling Downs

남학교

5–12

–

5–12

30

West Moreton Anglican College

Karrabin, Greater Brisbane

남녀공학

P–12

5–12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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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Events Queensland

Tourism & Events Queensland

Tourism
Tourism && Events
Events Queensland
Queensland

Tourism & Events Queensland

퀸즐랜드에서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는 연중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와 7,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지대를
자랑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도시 및 지방 지역,
해변 어디서든 퀸즐랜드의 안전하고 활력 넘치며
여유 있는 환경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Tourism & Events Queensland

Tourism & Events Queensland / Matthew Taylor

Tourism & Events Queensland / Paul Ewart

Caloundra Christian College
www.calcc.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Program Manager
+617 5436 6775
overseas@calcc.qld.edu.au
	
www.calcc.qld.edu.au/enrolments/
international-enrolments/

학교 소개
Caloundra Christian College(CalCC)는 우수한 기독교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능력을 함양합니다.
커리큘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제 STEM과 기술
기반 교육의 혜택을 현지 학생과 유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합니다. 적극적인 시설 건축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
VR, 로봇공학, 다양한 기술, 접객 서비스, 예술, 음악 및
주요 특수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학습을 강화합니다.
작지만 위풍당당한 CalCC는 전문 파트너를 선정하여
음악, 무용, 스포츠와 여타 향상된 학술 및 교육 분야에서
품질과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선샤인 코스트 내륙과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접해 있는 Caloundra는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와 끈끈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y 로봇공학, 엔지니어링, 디자인, 화학, 접객 서비스 등
y
y

현실의 기술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 강화
캠퍼스의 유연한 교육 방식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과목
칼룬드라 음악 아카데미, 무용(Formed Movement
Dance), 연극(Optiminds), 로봇(RoboCoast), 축구, 서핑,
농구, 풋살 등 다양한 과외활동

학교의 자랑
y 다수의 호주 현지 학생들과 소수
유학생으로 구성된 인원
y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
y 잘 통합된 공동체와 훌륭한 팀
위치: Sunshine Coast
7 Gregson Place, Caloundra 4551
소속: 특정 종파와 무관
홈스테이: 4–12학년
성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단기 유학(3~12 개월)
단기 연수(3개월 미만, 방문 비자)
변경 가능한 온라인 및 ‘온라인 홈스테이’ 프로그램
학생 서비스
24시간 전용 홈스테이 지원
전문가 개인 교습 및 과외 지도
카운슬링을 포함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직원
학교 시간 이외 지원 서비스
전문 현장 실습 알선

Caloundra Christian College Ltd t/a
Caloundra Christian College CRICOS 014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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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era Anglican College
www.cac.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Liaison Officer/Enrolments Officer
+617 5585 9916
enrolments@cac.qld.edu.au
	
www.cac.qld.edu.au/enrolments/internationalenrolment

학교 소개
Coomera Anglican College는 골드 코스트 유수의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성장을
돕는 공동체에서 유아교육과 프렙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우수하게 육성합니다.

y 자녀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y

y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세계 수준의 교사와 시설,
자신감과 회복력을 길러주는 개별 지원과 관심.
진정한 배움은 반복이 아닌 탐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omera Anglican College의 교육은
본교만의 독특한 thINQ 질문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장 사고방식: 배움의 공동체로서
학생과 교사들은 가시적 사고 과정, 사고 습관과 성장
사고방식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우리의 사고를 확대하고, 호기심을
북돋아 의미 있고 흥미로우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제공합니다.
아카데미: 농구, 축구, 넷볼 아카데미는 본교의 스포츠
센터(High Performance Centre)를 중심으로 팀워크, 세계
수준의 시설과 전문 코칭이 조화를 이루어 선수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 아카데미는 본교의 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녀가 4학년과 5학년 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교습도
있어서, 학생들은 여러 그룹과 앙상블에 참여하고,
교내외 공연 기회를 접하며, 노련한 개인교사와 함께
선택한 악기의 연주 기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Coomera Anglican College의 교육은 자녀가 표현력을
계발하고, 독립성과 의지를 가지며, 합리적인 도전
정신, 풍부한 상상력, 창조성, 윤리성, 지식, 글로벌
마인드 등, 앞으로의 학습과 인생에서 성공에
꼭 필요한 종합적인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he Corporation of the Synod of the Diocese of Brisbane t/a
Coomera Anglican College CRICOS 024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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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랑
y 모든 것이 가능한 기회
y 가르침과 배움, 봉사, 믿음에서 우수성
고취
y 학생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위치:
소속:
성별:

Gold Coast
8 Days Road, Upper Coomera 4209
Anglican
홈스테이:  7–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3 ~ 12학년
스포츠 아카데미
음악 아카데미
초등 및 중고등 학년의 STEAM 과목
학생 서비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 공항 교통편 지원
국제 연락 담당관
영어 어학 지원 및 지속적인 학습 지원
학생 보호 담당관
학교 심리학자
학교 랩톱 및 IT 지원

Gold Coast Christian College
www.goldcoastchristiancollege.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Student and Homestay Coordinator
+617 5593 4571
international@goldcoastcc.qld.edu.au
www.goldcoastchristiancollege.qld.edu.au/
international

학교 소개
Gold Coast Christian College는 퀸즐랜드 남동부 골드
코스트에 있는 리디 크릭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쿨랑가타 공항까지는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7분만 가면 버레이 헤드 비치가 나옵니다.
Gold Coast Christian College는 골드 코스트에 숨겨진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힙니다. 2020년에 ‘골드 코스트
최우수 소규모 학교’에 선정된 본교는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실한 전문 교사진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교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기독교 교육을 제공합니다. Gold Coast Christian College
는 국제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모든 학생들이
풍부한 커리큘럼에 참여하도록 보장합니다.

y Gold Coast Christian College는 프렙(6세)부터 12학년
y
y

(18세)까지 유학생들에게 교육 및 기숙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본교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음악, 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및 성경 교육의 혜택을 주며, 이 모든 활동이
활기찬 기독교 공동체의 사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내
F1 STEM 챌린지™와 초등학생을 위한 재규어 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랑
y 학교와 가족 및 공동체의 참여
y 모든 학생들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
y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소규모 학급
편성
위치:
소속:
성별:

Gold Coast
7–9 Bridgman Drive, Reedy Creek 4227
Seventh-Day Adventist 홈스테이:  3–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단기 유학
단기 연수
제2언어로서의 영어 지원 프로그램(ESL)
학생 서비스
유학생 및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정규 예배 서비스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OSHC) - 초등학생 전용
학교 카운슬러(학생 복지)
전용 버스 서비스

Seventh-day Adventist Schools (South Queensland) Ltd t/a
Gold Coast Christian College CRICOS 027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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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s International College
www.hills.qld.edu.au
연락처
Head of International Programs
+617 5546 0667
	
enrolments@hills.qld.edu.au
	
www.hills.qld.edu.au/international

학교 소개
Hills International College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남녀공학 사립 국제학교이며, 언어와 문화 및 각종
활동을 공유하는 온정적인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교는 Hills 가족의 일원인 모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수한 호주 교육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곳’입니다. 본교의
CRICOS 등록 과정은 프렙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받으며,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영어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 Hills 골프 아카데미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PGA 코치
y
y
y

연계, NCAA 및 NAIA 골프 장학생 진로 과정
배구 우수 프로그램과 전용 시설, NCAA 및 NAIA
진로 과정 개발
퀸즐랜드 유일의 TOEFL 시험센터가 있으며, 심화
학습과 영어 발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Hills Language College는 NEAS 인증 ELICOS 센터이며,
고등학교 준비 과정과 일반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학교의 자랑
y 안전하고 다정한 지역 공동체 환경
y 세계적으로 유명한 Hills 골프 아카데미
y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Hills Language
College
위치:
소속:
성별:

Logan
105-111 Johanna Street, Jimboomba 4280
홈스테이:  7–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7–12 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고등학교 준비 과정
일반 영어 과정
학업 및 골프 연수
고등학교의 수료증 및 진로 과정
학생 서비스
국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홈스테이 및 기숙사 프로그램
풀타임 진로 카운슬러
풀타임 상담 전문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복지 담당팀
중고등학교의 학년별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 관리

Hills International College Ltd t/a
Hills International College CRICOS 0386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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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Paul International College
www.jpic.com.au
연락처
International Admissions Coordinator
+617 3826 3474
jpic@jpc.qld.edu.au
www.jpic.com.au

학교 소개
1982년에 설립된 John Paul College는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사립학교로 꼽히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1,8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캠퍼스는 브리즈번 남부 외곽에
자리하고 있으며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40분
거리입니다.
John Paul International College는 고등학교 준비 과정과
국제 초등학교 준비 과정을 비롯해 유학생의 John
Paul College 정규 과정 입학을 돕는 영어 어학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교는 기술 프로그램으로 널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John Paul College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y 고등학교 준비 과정을 인증하는 NEAS 프리미엄
y 종합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인정
y 대학과 TAFE로 연결되는 다양한 진로 과정

학교의 자랑
y 목표 지향 과정과 과목
y 소규모 학급 편성, 고등학교 준비반은
학급당 15명 규모
y 종합 커리큘럼: 고등학교 영어 준비 과정

위치:
소속:
성별:

Greater Brisbane
John Paul Drive, Daisy Hill 4127
세계 교회 연합
홈스테이:
남녀공학
기숙사:

7–12학년
7– 12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고등학교 준비 및 국제 초등학교 준비 과정
단기 연수
단기 유학 경험, 영어 어학 과정
학생 서비스
보건소
학생 상담
진로 상담
지속적인 언어와 학업 및 개인적 지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공항 마중 서비스

John Paul College Ltd t/a
John Paul International College CRICOS 005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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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Christian College
www.kingscollege.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
+617 5587 7600
international@kingscollege.qld.edu.au
	
www.kingscollege.qld.edu.au/enrolments/
international-students

학교 소개
King’s Christian College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포괄적인 기독교 학교로서 초등 및 중고등 과정, 직업
훈련 센터, 조기 교육 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본교
캠퍼스는 골드 코스트 남부의 리디 크릭(Reedy Creek),
중북부의 핌파마(Pimpama), 북서부의 로건 빌리지(Logan
Village) 등 세 곳에 있습니다.
King’s College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퀸즐랜드와 호주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업 성적을 거두고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골드 코스트
최고의 학교 중 하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대학과 그 이상의 진로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 1학기 동안 본드 대학생 과정에 참여
y 직업 훈련 센터(King’s Trade Training Centre)에서
y

전문 기술 자격 취득
학교 재학 동안 수료증 자격 취득

학교의 자랑
y 우수한 학업 및 리더십 프로그램
y 애플이 선정한 우수학교로서 대학 교육을
위한 탄탄한 기초 제공
y 고학년 학생들에게 수료증 및 “대학 예비
학기” 과정 제공
위치: Gold Coast & Greater Brisbane
Gemvale Road, Reedy Creek 4227
Pimpama-Jacobs Well Road, Pimpama 4209
Anzac Avenue, Logan Village 4133
소속: 호주 기독교
홈스테이: 7–12학년
성별: 남녀공학

기숙사: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학업, 음악, 스포츠 장학금
단기 연수
직업 훈련 센터
조기 교육 센터
학생 서비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학생 복지 부서
유학생 개인교사
진로 안내 담당관
ESL 교실

King’s Christian Education Pty Ltd t/a
King’s Christian College CRICOS 00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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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King’s Christian College

학생 체험담

Namhyun (Daniel)
Kim
9 ~ 12학년

저는 King’s Christian College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이곳에서 공부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음악과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이 4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친구들과 우정도 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유학생들을 진실하게
애정으로 보살펴주는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들
덕분에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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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ton Bay Boys’ College
www.mbbc.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617 3906 9444
international@mbbc.qld.edu.au
www.mbbc.qld.edu.au/international

학교 소개
Moreton Bay Boys’ College(MBBC)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남학생들을 교육하는 현대적인 사립학교입니다. MBBC
는 꾸준히 퀸즐랜드의 최우수 학교 중 하나로 평가되며,
좋은 육성 환경과 기독교 가치 그리고 국제 바칼로레아
기반의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도전하고 질문하도록 북돋웁니다.
학생들은 폭넓은 과외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문화 활동을 비롯해 유명 모험 스포츠와 야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BC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학업 증진
y 체계적인 사목 지원 시스템과 학년별 관리자
y Moreton Bay Boys’ College에서 스포츠, 음악, 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통합형 과외활동 프로그램

학교의 자랑
y 뛰어난 학업 성과, 지속적인 최우수 학교
평가
y 우수한 과외활동 프로그램, 전국 챔피언
배출
y 자연 환경 속의 광범위한 시설
위치: Brisbane
302 Manly Road, Manly West 4179
소속: 연합교회
홈스테이: 7–12학년
성별: 남학생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 프로그램 (IB PYP) 프렙 ~ 6학년
고등학교 준비 과정
단기 연수 및 단기 유학 - 그룹 및 개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고등학교 준비 및 단기 연수 과정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 서비스
홈스테이 및 복지 담당관
학교 카운슬러
전화와 앱을 통한 24시간 지원 서비스
수업시간 및 방과후 개인교사

Moreton Bay Boys’ College Limited t/a
Moreton Bay Boys’ College CRICOS 03772J

16 | 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 | 자립형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기

Moreton Bay Boys’ College

학생 체험담

Yijun (Daniel) Park

Siyul (Evan) Lee

11학년

11학년

한국인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영어는 계속 배우는 중인데
실력이 향상되고 있어요.
유학생 담당 직원들이 우리를 잘 보살펴주며,
친구나 형제들에게 정말 좋은 학교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한국 학교보다 이곳 학교 생활이 더 좋아요. 더
자유롭고 따돌림이 없으며, 좋은 친구들에다
캠퍼스도 넓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수영, 음악 등과 같은 방과후 활동도 많아요.
친구와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이 학교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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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ton Bay College
www.mbc.qld.edu.au
연락처
International
+617 3390 8555
international@mbc.qld.edu.au
www.mbc.qld.edu.au/international

학교 소개
Moreton Bay College(MBC)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여학생을 위한 학교입니다. 본교는 여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브리즈번에서
꾸준히 최우수 학교 중 하나로 평가받는 MBC는 모든
여학생들이 개인의 장점과 자신감을 발전시켜 세상에
특별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교는 몸과 마음, 생각과 정신을 기르는 확고한
전인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자상한
사목 프로그램으로 학업적 우수성을 뒷받침합니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각종 문화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걸쳐 활기찬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의 자랑
y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업
우수성
y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특출한
과외활동 프로그램
y 보살핌 및 지원 프로그램, 호주 어워드
입상

MBC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학업 증진
y 우수하고 체계적인 사목 프로그램과 학년별 관리자
y Moreton Bay College에서 스포츠, 음악, 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통합형 과외활동 프로그램

위치: Brisbane
450 Wondall Road, Manly West 4179
소속: 연합교회
홈스테이: 7–12학년
성별: 여학교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 프로그램 (IB PYP) 프렙 ~ 6학년
고등학교 준비 과정
단기 연수 및 단기 유학 - 그룹 및 개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고등학교 준비 및 단기 연수 과정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 서비스
홈스테이 및 복지 담당관
학교 카운슬러
전화와 앱을 통한 24시간 지원 서비스
수업시간 및 방과후 개인교사

Moreton Bay College t/a
Moreton Bay College CRICOS 037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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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ton Bay College

학생 체험담

Seonyeong Lee
7학년

Robin Yoon
한국인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Moreton
Bay College는 선생님들이 모두 친절하고 잘
도와주셔서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보거나 지나칠 때면 늘 웃으면서 ‘안녕 선영!’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세요. 학생들도 정말
친절하고 잘 도와줘요. 덕분에 지금까지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곳의 교육도 아주 유용하며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울 수 있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 반의 도움도
받았어요.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대체로 즐거웠어요.

10학년

한국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빈이고 Moreton Bay
College 학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Moreton Bay는 저의 관심과 장점을 알아보고,
훌륭한 수업을 즐기면서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학교
생활이 훨씬 좋아졌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외활동들이 있어서,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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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Lutheran College
www.plc.qld.edu.au
연락처
Director of Marketing and Enrolments
+617 4039 9000
	
enrolments@plc.qld.edu.au
	
www.plc.qld.edu.au/enrolments/
international-enrolment

학교 소개
Peace Lutheran College는 케언즈에 위치한 남녀공학 주간
기숙학교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합니다.
재학생 약 650명의 작은 규모의 학교여서 학생과 교사
간에 뜻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신 배경과 문화가 다양합니다. 본교는
포용적이라는 평판이 나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콘서트 밴드에 가입하고, 웅변 대회에 참가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문화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y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전담
y
y

복지 및 사목 시스템
캠프, 클럽, 각종 활동, 음악과 공연, 스포츠, 체련단련
등을 포함한 과외활동 프로그램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 과정을 지원하는 진로
안내 전담관

학교의 자랑
y 보살피고 지원하는 다문화 환경
y 케언즈에서 손꼽히는 학업 우수 학교
y 남녀공학 기숙학교

위치:
소속:
성별:

Cairns
50-60 Cowley Street, Kamerunga 4870
Lutheran
홈스테이:  없음
남녀공학
기숙사:
7–12 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초등 과정: 프렙 ~ 6학년
중등 과정: 7 ~ 10학년
고등 과정: 11 ~ 12학년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배웅 서비스
기숙사 문구 패키지
유학생 건강보험(OSHC)
학생 복지 담당관 및 진로 안내 담당관

A College of the Lutheran Church of Australia Queensland District t/a
Peace Lutheran College CRICOS 012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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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 Events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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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Stephen’s College
www.saintstephenscollege.net.au
연락처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Education
+617 5573 8661
international@ssc.qld.edu.au
	
www.saintstephenscollege.net.au/
international-students

학교 소개
골드 코스트 북부의 멋진 캠퍼스에 자리한 Saint
Stephen’s College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남녀공학
기독교 학교로서 미래 중심 교육을 이끄는 선도자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가치에 바탕을 두고 모두를
포용하는 Saint Stephen’s College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존중과 관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실성과 책임감을 함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훌륭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Saint Stephen’s College
교사진은 교육 발전이라는 비전에 힘입어, 모든
학생들이 끈기 있게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영감과
도전 의식을 일깨웁니다.

y 우수한 학업 성과와 수상 실적의 교직원
y 대학으로 가는 진학 과정
y 디지털 연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졸업생 배출

학교의 자랑
y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 중 하나
y 최첨단 기술, 디지털 인터랙티브 학습
공간
y 정규 프로그램과 통합된 집중 영어 및
EOL 지원 과정
위치:
소속:
성별:

Gold Coast
31 Reserve Road, Coomera 4209
특정 종파와 무관
홈스테이: 6–12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교내 집중 영어 통합 정규 프로그램
우수 스포츠 프로그램
과외 활동 - 스포츠, 연극, 무용, 예술, 음악 등
단기 연수 그룹/개별 학생(3개월 미만, 방문 비자)
교환학생 프로그램(3 ~ 12개월, 학생 비자)
학생 서비스
학교 및 가정에서 개인 지도
혼합형 학습, 대면 및 온라인 교육
국제 센터와 학생 지원 전담팀
학업 자문 프로그램
학교 카운슬러
Saint Stephen’s College Ltd t/a
Saint Stephen’s College CRICOS 01938G

보건 교사

자립형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기 | 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 | 22

Saint Stephen’s College

학생 체험담

Amy Na
10 ~ 12학년

저는 Saint Stephen’s College가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과외 활동도 즐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저를 포함한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저희들을
아주 잘 보살펴 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학교 분위기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도록 북돋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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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don College
www.sheldoncollege.com
연락처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Manager
+617 3206 5528
	
international@sheldoncollege.com
www.sheldoncollege.com/international

학교 소개
Sheldon College는 확고한 가치와 원칙 및 윤리
정신이라는 교풍을 가지고,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남녀공학 사립학교입니다. 본교에서 공부하면 협조적인
학업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56에이커 규모로 셸던의 다소 전원적인
분위기에 위치하며, 브리즈번 시내(CBD)에서 30분
거리입니다.
본교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복장과 외모, 행동, 개인 장학금, 업무 관행 등에서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커리큘럼과 예술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본교는 예술 교육의 모든 부문에
걸쳐 프렙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에서 책임 있게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기술을 갖추면서,
상호 존중하며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양을
함양합니다.

y 2021년 Sheldon College 졸업생의 98%가 QTAC에

y
y

지원하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졸업생의 95%가 조기에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1년 Sheldon College 졸업생의 5%가 ATAR 99.00점
이상을 받아, 주 평균 2.39%의 두 배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
영재 교육 프로그램, EAL/D 지원 및 스포츠 강화
프로그램

Sheldon College Ltd t/a
Sheldon College CRICOS 021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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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랑
y 56에이커 규모의 전원적인 캠퍼스
y 전인 교육 중심
y 사랑, 웃음, 배움의 교육 철학

위치:
소속:
성별:

Brisbane
43-77 Taylor Road, Sheldon 4157
Non-denominational 홈스테이:  7–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1 ~ 12학년
유학 프로그램: 단기 및 장기(3 ~ 12개월)
맞춤형 단기 연수(캠퍼스 내 1 ~ 8주)
온라인 단기 연수
CONNECT 학부모 영어 교실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 서비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보건 교사
교내 목사
사목 프로그램
유학생 코디네이터

St Hilda’s School
www.sthildas.qld.edu.au
연락처
Registrar
+617 5577 7232
	
enrolments@sthildas.qld.edu.au
	
www.sthildas.qld.edu.au/admissions/
international-student

학교 소개
St Hilda’s School은 프리프렙부터 12학년까지 성공회 주간
사립 기숙학교로서 따뜻하고 참여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감을 일깨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기여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지식, 기술, 자신감을
함양합니다.
14헥타르 규모의 캠퍼스는 퀸즐랜드의 아름다운 골드
코스트에 위치하여, 최적의 학습과 교육 및 지역사회와
창의성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y QCE - 퀸즐랜드 교육 수료증
y 아테나 프로그램 - 엘리트 선수들의 학업과 과외활동
y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100개가 넘는 과외활동 제공

학교의 자랑
y 앞서가는 여성 교육
y 해변가의 기숙 환경
y 전인 개발 교육

위치:
성별:
Gender:

Gold Coast
52 High Street, Southport 4215
Anglican
홈스테이:  7–12 학년
여학교
기숙사:
7–12 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학생 문화 교류 프로그램
아테나 프로그램
에든버러 공작 프로그램
장학금, 보조금, 체험 기회
학생 서비스
다양한 주말 기숙 프로그램
사목 프로그램
EAL 지원
학생 전담 직원
관리 및 기숙 전담 직원
홈스테이 이용 가능
학교 카운슬러 및 심리학자
The Corporation of the Synod of the Diocese of Brisbane t/a
St Hilda’s School CRICOS 005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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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John’s Anglican College
www.stjohnsanglicancollege.com.au
연락처
Head of International College
+61 410 680 019
info@sjic.qld.edu.au
	
www. stjohnsanglicancollege.com.au/
international-college/

학교 소개
St John’s Anglican College는 퀸즐랜드 300개 학교
중 27위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 성과를
자랑합니다. 2020년에 2명의 학생이 ATAR 99.8점과 99.7
점을 받았으며, 12학년의 27%가 ATAR 95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교사진은 폭넓은 ESL 배경으로
유학생 교육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교내 고등학교 준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AEAS 또는
IELTS 점수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본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준비 과정을 이수하면서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줍니다.

학교의 자랑
y 지적 호기심 계발
y 창의성 육성
y 우수성 추구 고취

유학생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 과외활동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y 본교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y

y

전에 고등학교 준비 집중 과정에서 공부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ESL 및 정규 교육 방식과 기술을 병용하여
학생들은 자기 진도에 맞춘 학습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St John’s Anglican College는 10 ~ 18세 학생들이 지역과
지방, 주 차원에서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합니다. 해당 스포츠 종목으로는
AFL, 육상, 농구, 크리켓, 크로스 컨트리, 축구, 하키,
넷볼, 럭비, 수영, 테니스, 터치 풋볼, 배구, 수구 등이
있습니다.
St John의 STEM 연구 디자인 센터는 아시아 EduTech
상을 받은 담대하고 유연한 교육 공간으로서 기술을
통합하여 학생들 간의 협업과 학업 및 개인 성장을
촉진합니다.

FSAC Ltd t/a
St John’s Anglican College and St John’s International College CRICOS 014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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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소속:
성별:

Brisbane
55 College Avenue, Forest Lake 4078
Anglican
홈스테이:  7–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NEAS 인증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단기 연수 프로그램
SOAR - 7 ~ 10학년 고급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의
학습 증진 및 강화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 전문가 수업
학생 서비스
St John’s 국제 컬리지 학장
EAL 영어 지원팀
학생 숙소 코디네이터
교감 - 사목적 지원 및 커리큘럼
학교 목사
학교 심리학자

St John’s Anglican College

학생 체험담

Ruisi Liu
10 ~ 12학년

Xing-Ru Jin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정말
즐거웠어요. 외국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여기 분위기 덕분에 영어를
공부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금세 생겼습니다.
코로나 유행 동안 유학생의 복지와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했습니다.
학교는 노력을 기울여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들이 인맥과
우정을 쌓고 교실에서 매일 교류하며 질문을
토론하고 팀 활동에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7 ~ 12학년

대만인

St John’s Anglican College에서 지내는 동안
우수한 교육과 함께 보살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 운이 좋았습니다.
7학년으로 이 학교에 왔을 때는 영어가
외국어여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격려로 결국에는
안주하지 않고 TAS 스포츠와 관악 합주단을
포함한 많은 과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 덕분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커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만남의 장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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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www.stmargarets.qld.edu.au
연락처
Head of Admissions
+617 3862 0777
admissions@stmargarets.qld.edu.au
	
www.stmargarets.qld.edu.au

학교 소개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은 프리프렙부터 12
학년까지 여학생과 프리프렙과 프렙 과정의 남학생을
위한 사립 주간 기숙학교입니다. 기숙사는 5 ~ 12
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 북부 내륙의
신록이 우거진 안전한 거주지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브리즈번 국내 및 국제 공항 그리고 시내(CBD)와도
가깝습니다.
St Margaret’s은 잘 짜인 유학생 프로그램과 함께 유학생
전담팀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본교는 호주 전역과 해외에서 온 기숙생을 환영하며,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이 학교의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y 성과가 뛰어난 아티스트와 선수, 성적 우등생을 위한
y
y

우대 프로그램
9학년과 10학년의 STEM 선택 과목
스포츠, 음악, 클럽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망라하는
다양한 과외활동 프로그램

학교의 자랑
y 학생 복지와 유학생 전담 사목
코디네이터
y 브리즈번 유일의 정규 여자 기숙학교
y 우수한 학업 및 과외활동 프로그램
위치:
소속:
성별:

Brisbane
11 Petrie Street, Ascot 4007
Anglican
홈스테이:  7–12 학년
여학교
기숙사:
5–12 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1 ~ 12학년
10학년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단기 학습 체험 프로그램 (6주, 1회기, 1학기, 1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지원
대학 및 직업 진로 과정
학생 서비스
등록과 학생 복지 및 준법을 감독하는 유학생 전담팀
정규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도 이용 가능
우수 유학원과의 연계
공항 마중 서비스
모든 식단 요건(예: 문화, 종교 등)에 맞는 식당
특별 국제 행사일 기념

St Margaret’s School Council Ltd t/a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CRICOS 005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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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Paul’s School
www.stpauls.qld.edu.au
연락처
Registrar (International)
+617 3261 0122
registrar@stpauls.qld.edu.au
www.stpauls.qld.edu.au/internationalschool

학교 소개
St Paul’s School은 프리프렙부터 12학년까지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본교는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지원과 관리, 체계적인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전문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직원과 함께 St Paul’s
School은 학생 관리와 학업 성과로 유명합니다.
유학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호주의
유수 대학에 입학합니다. 유학생 출신 졸업생들은 약사,
IT 전문가, 변호사, 물리치료사, 그래픽 아티스트, 음악가,
사업가,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호주 정규 교육 환경에서 필요한 영어
실력과 학업 및 교류 기술을 습득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y 교훈인 ‘믿음, 공동체, 배움’은 본교 프로그램의 근간이
y
y

되는 기조
잘 교육된 교사진이 지속적으로 전문 역량을 함양
20년 넘게 입증된 성공적인 유학생 교육

학교의 자랑
y 세심하게 계획된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y 학교에서 운영하며 정규 교직원이
관리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y 호의적인 공동체 및 호주 학생들과
지속적인 교류
위치:
소속:
성별:

Greater Brisbane
34 Strathpine Road, Bald Hills 4036
Anglican
홈스테이:  7–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단기 연수
활발한 사목적 지원과 카운슬링 서비스
학생 서비스
활기차고 편안한 유학생 사무소
교내 상주 풀타임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유학원과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The Corporation of the Synod of the Diocese of Brisbane t/a
St Paul’s School CRICOS 0051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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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woomba Grammar School
www.twgs.qld.edu.au
연락처
Enrolments Officer
+617 4687 2517
	
enrol@twgs.qld.edu.au
www.twgs.qld.edu.au

학교 소개
Toowoomba Grammar School(TGS)은 1875년
투움바에 설립된 프렙부터 12학년까지 남학생 주간
기숙학교입니다. 투움바는 브리즈번 서쪽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지방 대도시입니다. 본교는 300명의
기숙생을 포함하여 약 1,200명이 재학하는 GPS 학교이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남학생 기숙학교입니다.
본교의 목표는 남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훌륭한
인격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TGS를 졸업하는
남학생들은 자립과 성공,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술과
함께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본교는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폭넓은 직업
과목과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랑
y 남학생의 교육과 평생 훌륭한 인격 개발
y 남학생들이 자립과 균형을 이루고
회복력을 갖추도록 교육
y 전인교육과 활발한 사목적 지원, 다양한
과외활동 기회 제공

y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뛰어난 교육자들이 영감을
y

y

일깨우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본교는 지역과 국가, 국제적 인맥을 통해 학업, 직업,
스포츠, 문화 분야의 진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인생에서 자신의 열정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교는 기술과 혁신적인 교육법을 사용하여 학습
결과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풍부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위치:
소속:
성별:

Darling Downs
24 Margaret Street, Toowoomba 4350
No Affiliated
홈스테이:  없음
남학교
기숙사:
5–12 학년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5 ~ 12학년
학업 증진 기회
공연 예술 견학
스포츠 연수
역사 탐방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 및 배웅 서비스
학교 카운슬러
방학 홈스테이 준비 지원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Toowoomba Grammar School t/a
Toowoomba Grammar School CRICOS 005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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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Moreton Anglican College
www.wmac.com.au
연락처
Director –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
+617 3813 4547
ashaw@wmac.com.au
www.wmac.com.au/international

학교 소개
WestMAC는 프렙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는 학교로
캠퍼스에 영어 어학원이 있습니다. 유학생 프로그램은
전담 관리 직원과 함께 20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을 학업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지원합니다.
본교는 우수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홈스테이
가정은 문화가 다양한 학생들을 보살피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과외활동을 이용할 수 있으며,
캠퍼스에는 자연과 현대 시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으로는 농업과학, 직업 과목, 엘리트 선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거나 온라인으로
본교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y 다양한 과목: STEM, 심리학, 농업과학, 엘리트 선수
y
y

프로그램 등
점심 및 방과후 시간에 학업 지원 무료 제공
스포츠, 음악, 클럽 등의 과외활동은 친구를 사귀고
색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학교의 자랑
y 안전성: 넓은 자연 캠퍼스
y 학생 지원: 학업, 건강, 사회생활
y 다양한 선택의 과목 및 과외활동
위치:
소속:
성별:

Greater Brisbane
Keswick Road, Karrabin 4306
Anglican
홈스테이:  5–12 학년
남녀공학
기숙사:
없음

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프렙 ~ 12학년 및 10 ~ 40주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단기 유학 (3 ~ 12개월)
엘리트 선수 프로그램
직업 교육 선택
음악 심화 과정 및 공연 예술
학생 서비스
공항 마중 서비스
홈스테이 담당관
학교 카운슬러 및 진로 카운슬러
무료 개인지도
제2언어로서의 영어 지원
사회 활동

The Corporation of the Synod of the Diocese of Brisbane t/a
West Moreton Anglican College CRICOS 013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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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
안내

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는
퀸즐랜드의 사립 교육 분야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200곳이 넘는 회원
학교들은 퀸즐랜드 주의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학교에서 총 12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퀸즐랜드
주에 등록된 전체 학생 수의 1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
는 비영리기구입니다.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비영리 사립학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퀸즐랜드의 사립 학교를 장려, 지원,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Independent Schools Queensland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isq.qld.edu.au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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