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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안내서

세인트 아이단즈 앵글리컨 걸즈 스쿨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스번

교장 메시지
저는 15여년 동안 세계 최상의 직업 중 하나로 믿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본교의 탁월한
학교 지도자들과 교직원 팀을 이끈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교가 함께 역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이 학문적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면서 행복하고 견실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입니다.
약 750명의 학생들이 34개 이상의 과목을 공부하며 15개
종목의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집니다. 삼분의 일 이상의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해마다 본교 학생들은 주 및
국가에서 실시하는 언어, 수리 및 대학교 입학 자격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85여 년 동안 세인트 아이단스 앵글리컨 걸즈 스쿨은
지속적으로 학문적 영역과 교과 과정 외 영역에서 수 없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교의 창립자인 Sisters of the
Society of the Sacred Advent는 청소년 여성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전념했습니다. 현재 본교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교육과 기회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 방법은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탁월한 여성 역할 모델 및 자신감을 부여하며 성취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것입니다.

카렌 스필러
교장 – 세인트 아이단스
앵글리컨 걸즈 스쿨

본교의 4대 기본 목표인 학문, 리더쉽, 개인 성장 및 영성
개발은 학교 생활의 모든 면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영감을 불러 일으키며 학생들에게 어디서부터 자신들의
꿈을 추구해야 할 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세계 도처의 기관들은 교육과 기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성
평등을 고양시키고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인트 아이단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집니다. 본교는 여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탁월한 여성 역할 모델 및 자신감을 부여하며 성취
목표가 무엇이든지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제공합니다.

카렌 스필러
MBA, MEdAdmin, BA, BEdSt, FACE, FAIM, FACEL, FAHRI, FAICD, FCEOI
Fellow of Bon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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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00% OP 1-15
38%

의
세인트 아이단 여학생들이
2014년에 OP 1-5 획득

QLD에서 본교의
NAPLAN 결과 순위

동문회

37

개 이상
과목 혹은 코스

개 종목 스포츠

개
교과외 그룹 및 학생 기관

#1

6,653

15
39

를 성취한 최초의 QLD 학교

3,000

시간 이상
연간 학생들의 연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명이 넘는

12

개
글로벌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참여
학교 수
5

학업 성취
세인트 아이단즈의 역점 사항은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학습
환경과 의욕적인 성취에 초점을 둡니다
세인트 아이단즈는 100퍼센트의 학생들이 OP 1-15를
획득한 퀸즈랜드 최초의 학교입니다. 이
통계에서 39퍼센트의 세인트 아이단의 여학생들이
2014년에 OP 1-5를 성취했습니다.
이는 세인트 아이단즈가 NAPLAN 결과 (2014)에서
퀸즈랜드 최고의 학교라는 사실과도 부응합니다.

전체 상황 (2014)
세인트
아이단즈

㈜

OP 1

9.3%

(2.75%)

OP 1 – 3

26.7%

(10.45%)

OP 1 – 5

38.64%

(19.96%)

OP 1 – 10

79.07%

(49.27%)

OP 1 – 15

100%

(79.20%)

이들 놀라운 결과는 세인트 아이단즈를
청소년 여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학교로 만드는 요소 중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들 결과는 특히 세인트 아이단즈
2014년 졸업생 대다수가 OP 자격을
갖추고100%의 학생들이 퀸즈랜드 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100%가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본교는 이제 이 기록을
2년 연속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에 사용되는 OP 점수는
QSA 인가 과목에서 취득한 전체
점수를 퀸즈랜드 주에서의 등급 순위로
매겨 각 학생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25개의 OP 점수가 있으며 가장 높은
OP1에서 OP25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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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ary Destinations of our 2014 School Leavers
100% of total applicants received an offer from QTAC in the January round
2014년 졸업생들의 대학교 진학

20%

26%

18%

사회 및 문화
(예: 법학, 경제학, 심리학,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 및 상업

7%

(예: 호텔관광,
뱅킹 및 금융)

(예: 약학,
수의학, 의예과,
자연요법,
언어치료)

16%

(예: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6%

학업
분야

보건

교육

2%

자연과학 및
물리학
(예: 수학, 물리,
실험 기술)

5%

창작 예술
(예: 음악, 그래픽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건축 및 빌딩
(예: 도시 및 지역 계획,
인테리어 디자인)

공학
(예: 화학, 자동차, 토목,
항공, 생명의학, 측량)

대학교 진학
대학교

2014 (%)
Tertiary Institution Destinations

퀸즈랜드 대학교 (UQ)

43% Institution

퀸즈랜드 기술대학교 (QUT)

43%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UQ)

그리피스 대학교

7%

기타 대학교

7%

Other Universities

St Aidan’s Anglican Girls’ School,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2014 (%)

43%
43%
7%
7%

학교 위치 및 교통
세인트 아이단즈 앵글리컨 걸즈 스쿨은 브리스번
시티 센터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Corind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차로
약 20분이 걸립니다.
버스와 기차를 포함한 대중 및 민간
교통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Corinda Railway Station
근처에 위치하여 시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mbiwerra라고 하는 본교의 스포츠
구장은 Oxley Creek로 둘러싸여 있는
10헥타르의 공원 부지로 구성됩니다.

이곳의 스포츠 시설은 완전한 육상
트랙과 두 개의 하키 필드, 네 개의
테니스 전용 코트, 네 개의 네트볼
전용 코트 그리고 테니스/네트볼 및
야구/네트볼/다용도 코트가 각각 네
개가 있습니다. Ambiwerra 필드는 메인
캠퍼스에서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St Aidan’s Anglican Girls’ School,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시니어 스쿨
본교의 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들은 두뇌 연구 및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최신 이론을 토대로
합니다. 본교는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테크놀러지를 통합합니다.
7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디자인
및 혁신, 지리, 역사, 종교 및 가치관
교육 그리고 체육 등을 필수 과목들로
하이스쿨 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일본어가 시니어 스쿨에서 제공됨)
와 예술 혹은 드라마를 선택과목으로
택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진행되는
뮤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 공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1학년 및 12학년
학생들은 퀸즈랜드 교육청이 정한
시니어 학업을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OP Eligible Pathway 혹은 직업 및 대학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혹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수학
(수학 A, 수학 B 혹은 직업 준비
수학), 종교 및 가치 교육은 11학년과
12학년을 마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입니다.
이들 필수 과목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아래 목록에서 네 개의 과목 (2015)을
선택합니다.

• 회계학

• 불어

• 고대역사

•	
독어

8학년

• 생물학

• 그래픽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디자인 및 혁신, 지리, 역사, 종교 및
가치관 교육 그리고 체육 등의 필수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한가지 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혹은 일본어)와 두 개의 선택 과목
(비즈니스학, 드라마, 선택 과학 및 시각
예술에서)을 택합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진행되는 뮤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 공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써티피키트 II

• 가정학

• 비즈니스
써티피키트 III

• 수학 C

• 화학

• 음악

9학년과 10학년

* 12학년에서 제공
* 제공되는 과목은 매년 검토됨.

• 중국어
• 드라마
• 경제학
• 영어 심화*

• 일어
• 현대사
• 음악 심화*
• 체육
• 물리
• 시각 예술

학생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 분야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체육 그리고
종교 및 가치관)를 공부하고 다양한
주요 학업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단위 과목들은
비즈니스 및 금융, 드라마, 그래픽, 보건
및 디자인 테크놀러지, 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일본어), 멀티미디어
제작, 음악, 에브리데이 뮤직, 체육, 시각
예술 및 선택 과학을 포함합니다.

21

유학생 숙소
세인트 아이단즈 앵글리컨 걸즈 스쿨은 유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숙소
선택을 인가합니다.
학생들은 이민부가 허가한 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본교는 PRISMS를
통해 웰페어레터 (CAAW)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가족은 이민부에
비자 신청 목적으로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인가한 숙소에서
거주할 것이며 본교는PRISMS를
통해 등록확정서 (CoE)에 동반되는
웰페어레터 (CAAW)을 발급할 것입니다.

수업료 전액을 지불하는 18세 미만의
571 비자 서브클라스 학생들을 위한
학교 인가 숙소 선택사항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인트 아이단즈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이는 표준
방식입니다.
• 주 및 연방의 관련 법규 하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본교 인가
민간 숙소 방식.
방학 기간에는 수업료 전액을 지불하는
18세 미만의 571 비자 서브클라스
학생들에게 가능한 아래와 같은 숙소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 부모님이 계신 가정으로 돌아감
• 본교에서 인가하고 주선한
홈스테이에 계속 머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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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2015년 텀 날짜
텀 1 (유치원 - 12학년의 모든 학생들)
1월 27일 화요일에서 4월 1일
수요일까지
텀 2
4월 21일 화요일에서 6월 19일
금요일까지
텀 3
7월 14일 화요일에서 9월 18일
금요일까지
텀 4
10월 6일 화요일에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12학년은 11월 20일 금요일에 종강)

2016년 텀 날짜
텀 1 (유치원 - 12학년의 모든 학생들)
1월 25일 월요일에서 3월23일
수요일까지
텀 2
4월12일 화요일에서 6월 17일
금요일까지
텀 3
7월 12일 화요일에서 9월 16일
금요일까지
텀 4
10월 4일 화요일에서 12월 2일
금요일까지

유학생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입학 신청서
신청료 $200
지난 2년 동안 자녀의 성적표 사본
(번역 공증 필요)
영어 능력 시험 결과
최근 증명사진 (여권사진 크기) 한 장
자녀의 여권 사본.
영어 능력은 국제 영어 테스트 시스템 (IELTS)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시험에 따라 측정되며 이 시험은 자녀의 현재 학교 혹은 인가된
기관 (예: 호주 교육평가 서비스)에서 실시합니다.
세인트 아이단즈에 공석이 있을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입학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전자 송금 내역서도 팩스나 이메일로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이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을 알아보시려면 비용 내역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금이 납부되면 전자 등록 확정서 (eCoE)를 발급할 것입니다.
사본은 부모/보호자에게 발송됩니다. 학생 (혹은 가족)은 이들
문서를 이민부에 가져가서 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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