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왜 여학교 일까요?

여학생들이 꿈꾸고 성취할 수 있는 곳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하는 높은 비율의 여성들이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이 아닌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나 생활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학교에서 공부한 여학생들은 호주의 어떤 다른 그룹에 있는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학생 중심의 학습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의 큰 관심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
해 고민의 여지를 주지 않으며, 여학생 중심의 수학, 과학 그리고 기술 과목을 공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우며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높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터치풋볼의 주장에서부터 학생회의 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더십의 역할을 모
두 여학생이 맡게 됩니다.



여학교에서 그들은 강한 여성의 역할모델을 관찰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성취
된 성공적인 결과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교실에서 여학생들은 진정한 목표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그룹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습니다.



모든 활동들은 여학생들에게 열려있습니다. 참가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이끌어갑
니다.



여학생들은 협동하는 팀 안에서 성장하며 앞서갑니다.



선생님들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코스를 발전시키고 배우는 학생 개개
인의 방식에 맞게 그들의 교육방식을 맞추고 진행해나갑니다.



.

여학생들은 당황함이나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사춘기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냅
니다.

세인트힐다 여학교는 1912 년에 설립되었으며 잎이



여학생들은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그들의 관계들을 발전시킵니다.

무성한 14 헥타르의 정원과 숲 지대 안에 위치한



어떤 분야에서도 여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개척해나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없

캠퍼스입니다. 세인트힐다 여학교가 위치한

습니다.

사우스포트는 차로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1 시간



여학생들의 목표성취는 축하를 받습니다. 참고: 여학교연합 (The Alliance of Girls’
Schools)

그리고 골드코스트 국제공항에서 30 분 걸리며
호주의 유명한 도시인 골드코스트안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인트힐다 여학교는 학생들의 상급교육진학과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강한


교육프로그램과 진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즈니스, 예술, 공학,







음악, 의학, 법, 그리고 그 외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폭넓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본교의 상급생 중 90% 이상이 추후상급교육으로의 학업을
지속하며 음악, 예술, 드라마, 토론과 대중 연설에 있어서 포괄적인 종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세인트힐다의 여학생들은 그들의 휴식과 체력단련을 위해 스포츠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
받습니다.

고급예술센터구역 (State of the Art Seni
or School Centre)
과학센터
2개의도서관
음악과공연예술건물
시각예술과 기술중심지-허브 (hub)
세인트힐다예배당

학생들의 혁신적인 배움의 지속을 돕기 위해 운동장
및 2 개의체육관, 헬스, 50m 길이의 난방수영장,
넷볼 및 테니스코트, 하키, 터치축구와 다른 종목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타원형 경기장을 보유하고있는
스포츠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인트힐다여학교의 등록인원은
약 1200 명 정도이며 이중 3%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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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교구조와 유학생 숙소

세인트힐다 여학생의 기숙사
부모님이나 가디언과 살고 있지 않는 유학생들은 학교가 인정한 숙소에서 살게
됩니다. 세인트힐다 여학교는 거의 1 세기동안 기숙사 학생들을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세인트힐다 여학교의 기숙사 학생들은 평생의
우정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누리고 쾌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학교 환경의 안전한 생활을 떠나야 할 때 가왔을때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려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며 골드코스트 와 브리즈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려가지 문화 시설 과 여가 시설들 또한 즐길수 있습니다.

세인트 힐다여학교는 세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니어 스쿨
정식 초등학교 1 학년을 시작하기 전전학년부터 6 학년

중학교
7 학년부터 9 학년

고등학교
10 학년부터 12 학년

2018 분기시작
1 분기: 1 월 23 일 - 3 월 28 일

2 분기: 4 월 24 일 - 6 월 21 일

3 분기: 7 월 17 일 - 9 월 20 일

4 분기: 10 월 9 일 - 11 월 29 일

연락처

홈스테이를 구하는 과정

학비와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본교웹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이메일 또는

본교는
본교는명성있는
명성있는기숙사학교로서
기숙사학교로서저희의
저희 기숙사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기숙사의
수용인원이
더 이상수용할
수용인원이
초과되어초과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

메일 주소: enrolments@sthildas.qld.edu.au

없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교 웹사이트: www.sthildas.qld.edu.au

저희는
저희는유학생을
유학생을위해서
위해서홈스테이를
홈스테이를제공할
제공할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락처: +617 5577 7232

입학처장
로라 할리오슨

주소:

우편함 주소:

Gate 2, Cougal Street

PO BOX 290

Southport QLD 4215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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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홈스테이비용과
비용과지원절차는
지원절차는문의단계에서
문의단계에서알
알수
있으며
있으며일단
일단먼저
먼저기숙사에
기숙사에입주가
입주가가능한지
가능한지먼저
먼저
문의하여야만
문의하여야만합니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