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

유학생 과정

여러분의 유학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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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노던�테리토리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A.C.T

빅토리아

타즈마니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다윈

케언즈

브리즈번

시드니

캔버라

호바트

멜버른

퍼스

아들레이드

South Australian Government Schools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
는 유학생들에게 1989년부터 유학 체험을 
제공해왔습니다. 100여 곳의 공인된 학교에서 
유학생 과정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장단기 과정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마련을 포함한 유학 과정의 모든 
부분이 저희의 숙련된 전문 팀에서 중앙집중식 
관리되므로 질 높은 성공적 체험을 
도와드립니다. 이 점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가 호주에서 유일무이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안전, 복지는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저희를 통해 유학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학교들
•  특성화 과목 및 과정, 과외 활동
•  광범위한 특별 학습 자원 및 

시설 
• 스포츠 및 학교 활동을 위한 탁 

트인 넓은 공간과 자연환경 
•  유학생 과정 매니저의 지원 및 

보조
•  학교 생활 정착을 도와 줄 현지 

학생 친구

과정들
•  타 호주 학교들보다 저렴한 학비
•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가 중앙집중식 관리
•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항에 맞는 

개별 맞춤식 학교 배정
•  하숙집 가정 개별 맞춤식 배정
•  본교의 모든 하숙집 가정을 

선별, 인증, 모니터링
•  본교의 모든 유학원을 인증, 

모니터링
•  학생의 학업 과정에 영어 지원 

포함 

지원
•  출국 전 대비를 도와 줄 온라인 

출발 전 짐싸기에 관한 안내 
책자

•  건강 및 안전, 학교와 하숙집 
정보, 비자 조건, 돈 관리 등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안전 및 복지 확인 
•  학업 성취도 보고 
•  대학 진학 상담 
•  학부모/보호자 지원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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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교들은 초등학교이거나 중고등학교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입학부터 12학년까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11~12학년)만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학년
한 학년은 4개의 소학기 (2학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1월 
말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1학기	:	 소학기 1, 2 
2학기	:		소학기 3, 4
각 소학기는 대략 10주이며 그 후에는 방학입니다.
수업시간은 대부분의 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입니다.

교복
모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들은 학교마다 
교복이 있으며 체육복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포트�링콘

킹스콧

마운트�갬비어

머레이�브릿지

렌마크

빅터�하버

북쪽 

아들레이드 도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지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하며 유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유학생들과 그들의 학습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학생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들을 
인증합니다.
저희 학교들은 아들레이드 도시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전역에 위치합니다.

학년*
학년 학생 나이

초등학교 입학~6학년 만 5~13세

중학교 7~10학년 만 13~16세

고등학교 11~12학년 만 16~19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2022
년 1학기부터 7학년을 중고등학교로 편입시킵니다. 즉, 
2022년부터 6학년이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며 7학년이 
중고등학교의 첫 학년입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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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및 
교육 여정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필수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읽고 쓰기 능력
•  산술 능력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  윤리적 이해력
•  개인 능력, 사회성 
•  문화간 이해 능력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학습 분야에서 다양한 과목을 제공합니다.
•  영어
•  수학 
•  과학 
•  인문 사회 과학 
•  예술 
•  언어 
•  건강 및 체육 교육  
•  기술 
•  작업 연구

11학년과 12학년 고등학생들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의 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SACE, 졸업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능력과 지식, 기술 발전 신장에 힘써야 합니다.

국제 학력 평가 
여러 학교에서 Primary Years Program (PYP, 초등 과정)
과 Middle Years Program (MYP, 중등 과정)을 제공하는 
반면,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국제 학력 평가) 
디플로마는 일부 지정된 학교에서만 제공됩니다.
PYP는 학생들이 활동적이고 다정한 평생 학습자로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MYP는 학생들의 학업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IB 디플로마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잘 
성장한 학생들, 지식의 폭과 깊이가 남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과과정은 6
개의 과목군과 지식, 창의력, 활동, 서비스, 심화 에세이의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독립적인 연구와 프로젝트를 
맡는데 보통 여기에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포함됩니다.

주안점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항 

과목
과목 선택 

진로 
미래 진로 선택 

성취
12학년 마침
SACE 획득

또는
IB 디플로마를 마침 

대학 공부
대학 공부를 시작  

(예: 대학교)

호주의 학교 교과과정은 학생 개인의 욕구와 흥미에 맞춰 성공적인 평생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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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교육
일부 중고등학교는 우수한 영재교육 센터로 명성이 높으며 
IGNIT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타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수학 및 과학 등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 또는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들에서 제공하는 특성화 과목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의 중고등학교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특성화 과목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들은 모두 교과과정에 
광범위하고 흥미로운 특성화 과목들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과목을 배워보고자 하거나 특정 과목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 선택 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성화 과목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 및 수학: 로봇 공학, 과학 수사, 나노테크놀로지, 

천문학, 포도 재배학
•  건강 및 체육: 심리학, 환대산업서비스, 서핑, 골프, 

사이클링, 야외 교육
•  예술: 음악, 발레, 현대 무용, 섬유 및 패션
•  테크놀로지: CAD, 방송, 그래픽 디자인, 사진, 애니메이션

특성화 프로그램
저희 주의 일부 중고등학교들도 특정 과목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예로는 언어, 음악, 공연 예술,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 승인 전에 학생의 
적성 증빙이나 오디션, 테스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외 활동 클럽 및 대회
학교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또는 팀 일원으로 학교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음악 밴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대회, 토론, 드라마 제작, 스포츠 팀 및 
어드벤처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립, 국립, 국제 대회에 도전하여 학업 
성취도, 스포츠, 산업, 리더쉽 등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능력을 시험하며 기술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과목 및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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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 졸업 인증서
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 
(SACE,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 졸업 인증서)
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에서 11학년과 12
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입니다.
SACE는 고2와 고3으로 나뉩니다. 고등학교 학업 계획 
시, 10학년에 또는 11학년을 시작할 때 개인별 학습 진로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SACE는 크레딧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학기마다 
각 과목이 10 크레딧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S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200 크레딧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과목 지도사가 여러분의 과목 선택을 도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필요한 Tertiary Admission 
Subjects (TAS, 대학 입학 과목)을 선택하고 SACE 취득 
시 필요한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ATAR, 
호주 대학 입학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국제 학력 평가 디플로마
또한 2년 과정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국제 학력 평가)가 제공되는데 이는 
SACE를 대체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진로
ATAR은 호주 내 대학교와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기술 전문 학교)에 입학 시 인정되며,  
전 세계 많은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선별에 이용됩니다.

자격 및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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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과정 
안내 정보

중고등학교 
졸업 과정
•  학업 성취 및 SACE 취득
•  만13~만19세 
•  1년 이상 학업 

8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 단기 
연수 과정
•  단기 학업 및 문화 체험 
•  만13~만19세
•  1~4 소학기 동안 또는 10주 이하 학업

10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숙박

14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
•  단기 학업 및 문화 체험
•  만 5~만13세
•  1~4 소학기 동안 또는 10주 이하 학업

12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16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
•  단기 학업 및 문화 체험
•  만13~만19세
•  1~4 소학기 동안 또는 10주 이하 학업

9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  학업 성취 및 중고등학교로 진학
•  만 5~만13세
•  1년 이상 학업

11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영어
•  심화 영어
•  지속적인 영어 지원 

13   쪽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7 •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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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만13세이거나 만13세 이상이며 1년 이상 
공부하고자 한다면, 중고등학교 졸업 과정을 
추천합니다! 호주 학생들과 함께 살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학업 흥미와 목표를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중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공부하세요.

중고등학교 졸업 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도착 전 서비스
•  신청서 처리
•  학교 배정
•  하숙집 배정
•  온라인 출국 전 안내책자 

도착 후 서비스
•  아들레이드 공항 마중 및 인사 
•  하숙집 가족 소개 
•  학교 환영인사 및 투어 
•  학교 등록 지원 
•  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학교 자료 및 시작 준비물 

학교 지원 서비스 
•  개인 상담
•  과목 및 진로 상담
•  학기별 학업 성취도 보고

영어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  필요 시마다 초기 정착 시와 지속적으로 영어 지원  

(여기에는 집중 중고등 영어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복지 서비스  
•  학생비자 소지자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유학생 의료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복지 검진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숙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의 생활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하숙 가정에 여러분의 숙소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살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4쪽의 숙소 정보를 참조하세요.

입학 조건
여러분의 입학 신청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업 성취도
다음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십시오.
•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발급된 문서로 지난 2년간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기재된 문서
•  특성화 프로그램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서 발급한 

여러분의 능력이 기재된 문서

영어 능력
다음의 문서 중 적어도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발급된 여러분의 영어 능력이 기재된 

문서의 번역문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국제 영어 능력 평가 시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 시험 
성적표

•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최소 2년간 공부한 기록

일반 수업반에 들어가기 위해서(일부 학교 제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나 그에 상응하는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 IELTS 5.5

일반 수업반 입학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께 ISEC 수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과정 목표
학업 성취 및 SACE 취득 

연령대
만 13~만19세 

과정 기간
1년 이상

위치
아들레이드 도시

공부 시작
8학년*~12학년 중 아무 때나 

중고등학교 
졸업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3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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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도착 전 서비스
•  신청서 처리
•  학교 배정
•  하숙집 배정
•  온라인 출국 전 안내책자 

도착 후 서비스
•  아들레이드 공항 마중 및 인사 
•  하숙집 가족 소개 
•  학교 환영인사 및 투어 
•  학교 등록 지원 
•  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학교 자료 및 시작 준비물 

학교 지원 서비스 
•  개인 및 과목 상담
•  학기별 학업 성취도 보고
•  성적표 (필요시)

영어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  필요 시마다 초기 정착시와 지속적으로 영어 지원  

(여기에는 집중 중고등 영어 과정 수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복지 서비스  
•  학생비자 소지자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유학생 의료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복지 검진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숙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의 생활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하숙 가정에 여러분의 숙소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살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4쪽의 숙소 정보를 참조하세요.

입학 조건
여러분의 입학 신청 평가를 위해, 다음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십시오.

•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발급된 문서로 지난 2년간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기재된 문서

•  특성화 프로그램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서 발급한 
여러분의 능력이 기재된 문서

과정 목표
단기 학습 및 문화 체험 

연령대
만 13~만19세

과정 기간
1~4 소학기 또는 10주 이하  

위치
아들레이드 도시

공부 시작
8학년*~12학년 중 아무 때나 

중고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

나이가 만13세이거나 만13세 이상이며 4소학기  
(1년) 이상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졸업 과정을 추천합니다! 호주 학생과 함께 살며 
공부하는 동안 호주 문화를 체험하고 영어실력을 
늘이며 수강하고 싶은 새로운 과목을 들어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3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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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단기 학습 및 문화 체험 

연령대
만 13~만19세

과정 기간
1~4 소학기 또는 10주 이하 

위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지역

공부 시작
8학년*~12학년 중 아무 때나 

지역 단기 
연수 과정

지역 단기 연수 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도착 전 서비스
•  신청서 처리
•  학교 배정
•  하숙집 배정
•  온라인 출국 전 안내책자 

도착 후 서비스
•  아들레이드 공항 마중 및 인사 
•  하숙집 가족 소개 
•  학교 환영인사 및 투어 
•  학교 등록 지원 
•  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학교 자료 및 시작 준비물 

학교 지원 서비스 
•  개인 및 과목 상담
•  학기별 학업 성취도 보고
•  성적표 (필요시)

영어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  필요 시마다 초기 정착 시와 지속적으로 영어 지원 

안전 및 복지 서비스  
•  학생비자 소지자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유학생 의료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복지 검진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숙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의 생활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하숙 가정에 여러분의 숙소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살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4쪽의 숙소 정보를 참조하세요.

입학 조건
여러분의 입학 신청 평가를 위해, 다음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십시오.

•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발급된 문서로 지난 2년간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기재된 문서

•  특성화 프로그램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서 발급한 
여러분의 능력이 기재된 문서

나이가 만 13세에서 만19세 사이이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에서 최대 4학기(1년)동안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지역 단기 연수 과정을 
추천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지방에서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며 호주 생활방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3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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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도착 전 서비스
•  신청서 처리
•  학교 배정
•  온라인 출국 전 안내책자 

도착 후 서비스
•  학교 환영인사 및 투어 
•  학교 등록 지원 
•  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학교 자료 및 시작 준비물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정보

학교 지원 서비스 
•  개인 상담
•  학기별 학업 성취도 보고

영어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  필요 시마다 초기 정착시와 지속적으로 영어 지원 

안전 및 복지 서비스  
•  학생비자 소지자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유학생 의료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호주에서 살기
•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므로 부모님이나 지정된 친지와 함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Department of Home Affairs (비자 및 이민 업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입학 조건
학업 시작 시 나이가:

•  만 5세일 경우, 학생은 부모님의 가디언 비자 또는 ELICOS 
비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세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정 목표
학업 성취 및 중고등학교 진학

연령대
만 5~만13세

과정 기간
1년 이상

위치
아들레이드 도시

공부 시작
입학~ 7학년* 중 아무 때나 

나이가 만 5세에서 만 13세 사이이며, 1년 이상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초등학교 과정을 
추천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상호 교육 활동에 
참여하며 호주의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3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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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은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도착 전 서비스
•  신청서 처리
•  학교 배정
•  온라인 출국 전 안내책자 

도착 후 서비스
•  학교 환영인사 및 투어 
•  학교 등록 지원 
•  학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학교 자료 및 시작 준비물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정보

학교 지원 서비스 
•  개인 상담
•  학기별 학업 성취도 보고

영어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는 13쪽을 참조하세요.)
•  필요 시마다 초기 정착시와 지속적으로 영어 지원 

안전 및 복지 서비스 
•  학생비자 소지자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유학생 의료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저희 
쪽에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  

호주에서 살기
•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므로 부모님이나 지정된 친지와 함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Department of Home Affairs (비자 및 이민 업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입학 조건
학업 시작 시 나이가:

•  만 5세일 경우, 학생은 부모님의 가디언 비자 또는 ELICOS 
비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세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정 목표
학업 성취 및 중고등학교 진학

연령대
만 5~ 만13세

과정 기간
1~4 소학기 또는 10주 이하

위치
아들레이드 도시

공부 시작
입학~ 7학년* 중 아무 때나 

나이가 만 5세에서 만13세 사이이며 최대 4소학기 
(1년)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을 추천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며 시티나 언덕, 해변 근처에 사는 
체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단기 연수 과정

*보다 자세한 정보는 3쪽을 참조하세요.



영어
중고등학교
집중 중고등 영어 과정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학업에 성공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교에서 Intensive 
Secondary English Course (ISEC, 집중 중고등 영어 
과정) 수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iSEC를 수강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수학 및 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 영어 
독해, 작문, 말하기, 듣기 등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일반 수업반에 들어가기 전에 ISEC에서 1학기 또는 
2, 3, 4학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ISEC 선생님이 
여러분의 진척 여부를 지켜보며 결정합니다.
언제 학년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다르나, ISEC 수업기간은 
보통 2 소학기입니다. 1년 중 마지막 두 소학기에 학업을 
시작했을 경우,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일반 수업반을 
시작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면 ISEC 과정을 추가로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제 2 언어로서의 영어는 영어 문화권이 아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언어 과목입니다. 수강 과목 중 하나로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어 지원
모든 학교에서 교과과정 내내 지속적인 영어 지원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업 과정의 일환으로, 처음 도착하면 학교에서 여러분께 
집중 영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학업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학습하는 동안 영어 독해, 작문, 말하기, 듣기 
등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의 진척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13 •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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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하숙집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학업에 도움을 받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생활 체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만 12세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학생이 직접 함께 살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Department of 
Home Affairs (비자 및 이민 업무)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저희가 하숙집 가정을 알아봐 드립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의 생활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하숙 가정에 여러분의 숙소를 마련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함께 살 친척이나 친구 가족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위한 하숙집 가정들은 
심사숙고하여 선별됩니다. 하숙집 승인 과정의 일부로 신청 
가족들을 집에서 면담을 하여 하숙가정으로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사항들을 잘 인지시키며,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들은 아동 업무 적합성 증명을 거칩니다.
저희의 목표는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하숙집 가정과 학생을 
매칭하여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하숙집 가정을 선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할 것입니다.
하숙집 가정에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상을 포함한 가구가 배치된 침실 
•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식사)
•  가정 내 공동 시설 사용 
•  첫 도착 시 등하교 도와주기 
•  대중교통 이용 도와주기
•  은행계좌 만들기 도와주기 (필요시) 
•  인터넷 이용
•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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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레이드�힐스

포트�아들레이드

아들레이드�공항

맥라렌�베일

바로사�밸리

웨스트�비치

글레넬그�비치

알딩가�비치

북쪽 

아들레이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Tasmania

Darwin

Cairns

Brisbane

Sydney

Canberra

Hobart

Melbourne

Perth

아들레이드

아들레이드 시내

주요 도로

아들레이드 힐스

장점
모든 사람들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삶의 질이 높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수도인 아들레이드는 따뜻하고 활기찬 도시로 장기간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아들레이드는
•  1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여유로운 해안 도시입니다.
•  다른 도시들에서 직항 항공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  맑고 푸른 하늘, 멋진 유산과 자연환경을 가졌습니다.
•  교통편이 매우 훌륭합니다. 
•  고등 교육과 트레이닝, 연구의 중심 요지입니다.
•  호주의 항공, 도로, 철도의 중심 네트워크입니다.
•  활기찬 다문화 커뮤니티를 갖췄습니다.
•  저렴한 생활, 학습, 사업 조건을 갖췄습니다.
•  문화 예술의 주요 중심지입니다. 
•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넘칩니다.  

호바트

멜버른

퍼스

아들레이드
시드니

브리즈번

86
89

78

아들레이드는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EIU 전세계 생활비 지표 2019 
(뉴욕=100) 본 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가격을 비교함 
(음식, 음료, 의류, 교통비 등 포함)

아들레이드 물가는 
시드니보다 

14% 더 저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학원이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인증된 유학원 리스트를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유학원 찾기로 가십시오.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나에게 맞는 과정 찾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단기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정 선택 시, 학업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또는 
1년 이상 중 어느 것이 좋을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7쪽의 
과정 가이드를 사용하여 저희가 제공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비
저희 웹사이트의 학비 페이지 부분에서 학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
아들레이드 도시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지역에는 공인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선택을 위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본인의 특정한 재능이나 열정을 개발하고 싶으십니까?
•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특정 과목이 있습니까?
•  학습을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어 외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  원하는 진로가 무엇입니까?
•  아들레이드 시내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 중 

어느 곳에서 살며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려면, 저희 웹사이트의 중고등학교 
선택 또는 초등학교 선택 메뉴로 가십시오.

기타 고려사항
비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려면 호주 
학생 비자나 관광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조건을 잘 
읽고 숙지하여 본인이 호주 유학에 필요한 조건들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관련한 정보를 원하시면 Department of Home 
Affairs (비자 및 이민 업무) 웹사이트(하단 참조)를 
방문하시거나 담당 유학원에 문의하십시오.

여행자 보험
유학 생활 중 여러분의 항공 요금과 소지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생활비
유학 생활 중, 학비와 하숙비 외에도 추가 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지 교통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교통비는 한 달에 $25 로 호주에서 가장 저렴)와 
휴대전화 요금, 의복 및 기타 개인용품, 추가적인 학교 
준비물, 교복, 견학 및 캠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얼마의 추가 경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의 신청 날짜 및 요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 
www.internationalstudents.sa.edu.au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 졸업 
인증서(SACE)
www.sace.sa.edu.au
비자 및 이민 업무
https://immi.homeaffairs.gov.au
호주 유학 
www.studyinaustralia.gov.au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outhaustralia.com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저희의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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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선택하신 과정 등록 시 본 절차를 참고 하십시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청이 평가될 것이며, 

승인되면 Letter of Offer 
(LOO: 가입학 허가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 확인서와 
Confirmation of 
Enrolment (COE, 입학 
확인서), 그리고 Confirmation of 
Appropriate Accommodation 
and Welfare (CAAW, 거주 및 
복지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관광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COE나 
CAAW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1

비자를 신청하십시오.05

02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아들레이드 행 항공편을 
예약하시고 항공편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06

입학 허가 동의서
(Acceptance of Offer)
를 보내주시고 LOO에 명시된 
학비를 입금하십시오.

03

아들레이드에 도착하면 
저희가 아들레이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올 것이며 하숙집 
가정을 소개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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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학원이나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인증된 유학원 리스트를 보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유학원 찾기 로 가십시오.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이프스타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4계절이 모두 있는 
곳으로 연중 내내 편안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내 집처럼 편하게 느끼실 것 입니다.

여름  12월 → 2월   덥고 건조   25°C-35°C

가을 3월 → 5월 온난, 가끔 비   20°C-25°C

겨울  6월 → 8월 가끔 비  10°C-15°C

봄  9월 → 11월   온난  20°C-25°C

계절 월 기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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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기술과 연구, 혁신, 관광, 
예술의 중심지로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업무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국방, 제조, 생명과학, 수자원 
관리 등과 같은 주요 산업들 또한 모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만 있는 
야생생물과 어드벤쳐 활동 및 
자연 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축제의 주로 알려져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역동적인 예술 
문화를 자랑하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발, 웜아들레이드 
음악 축제, 오지아시아 페스티발, 산토스 
투어 다운 언더 사이클링 행사, 수퍼루프 
아들레이드 500 자동차 경주대회 등의 
행사를 연례 개최합니다.

사우스 오스레일리아 
주는 또한 전 세계에 
미네랄과 곡물, 양질의 
해산물과 와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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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는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아들레이드는 쇼핑부터 어드벤처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바로사 밸리와 리버 머레이, 플린더스 
레인지, 아웃백, 캥거루 아일랜드 등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및 지대로 이어지는 관문 도시입니다.

경험
다음은 처음 오시면 
꼭 해봐야할 것들입니다!

  아들레이드 도시와 동물원, 박물관, 
상점, 까페 방문하기

  현지 또는 국제 문화 축제 체험하기
  야생생물 국립공원에서 코알라 

안아보기
  서핑이나 윈드서핑 배우기
  아름다운 국립 공원에서 산책 즐기기
  배타고 캥거루 아일랜드 가기
  현지 또는 국제 스포츠 행사 가기
  현지 원주민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기
  해변에서 자전거 타거나 수영하기
  플린더스 레인지와 아웃백 방문하기

볼거리 및 체험거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outhaustralia.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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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발 전
안내책자를
곧 보내드립니다!

21 •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Ko
re

an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립학교
국제 교육 서비스, 
교육부 
+61 8 8226 3402 
education.isp@sa.gov.au 
internationalstudents.sa.edu.au 

facebook.com/SAGSinternational 
youtube/SAGovtSchools 
instagram.com/
southaustraliangovschools

교육부 교육 기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고등학교 
CRICOS 제공기관 번호: 00018A.
저작권 2020, 교육부. 
고지사항: 본 간행물의 내용은 
인쇄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며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광 사진 이용을 허락해주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관광 위원회의 
존 몬테시, 닉 레인즈, 그랜트 핸콕, 그렉 스넬, 
캐런 스미스(카즈캅쳐 제트), 
제이크 운더싯츠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제삼자를 통해 얻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