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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World School

학교 소개

교과 과정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12학년까지의 학생 100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호주 유학을 원하는 국제 학생들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또한 다음의 과목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업, 댄스, 디자인 및 기술 드라마,
음악, 철학, 사진, 체육 활동 및 스포츠 과학, 비주얼
아트 및 산업 목공예.

1959년에 개교한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TIGS)은 시드니 남쪽 약 70km 울런공 시의 뉴사우스
웨일스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 영국 국교회
남녀 공학 학교입니다.

TIGS는 세계적인 IB 스쿨로, 본교 초등학교 (Junior
School)에서 초등과정 (PYP: Primary Years
Programme)을 제공하며, 7~10학년의 중등과정
(MYP: Middle Years Programme)을 제공합니다.
11~12학년의 학생들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또는
NSW 고등학교 인증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이 최고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동적인 교육
센터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학문적 성취

매년 TIGS의 학생들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시험
결과를 얻습니다.
2015년도 HSC(Higher School Certificate) 결과는
무엇보다도 뛰어납니다.

ˉˉ 2015년도 저희 12학년 학생의 33%가 BoS
(Board of Studies)에 의해 DAL (Distinguished
Achievers List)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 학생은
개별 HSC (Higher School Certificate) 코스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ˉˉ 5명의 학생은 음악, 댄스, 드라마 및 비주얼 아트
부문에서 엘리트 학생들을 위한 전시 행사의 후보
학생들로 BoS (Board of Studies) 시험관들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ˉˉ 59명의 학생들이 HSC 시험을 보기 이전에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ˉˉ 저희 학생의 94%가 대학 과정의 1차 선발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9학년 및 10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기독교학, 언어, 개인 개발, 보건 및 체육 교육을 필수로
공부합니다.

영어는 11학년 및 12학년에서 필수입니다. 그 후
학생은 다음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합니다:
고대 및 현대 역사, 생물학, 비즈니스학, 화학, 중국어
배경 학습자, 댄스, 디자인 및 기술, 드라마, 지구 및
환경 과학, 경제, 공학, 엔터테인먼트, 지리, 산업 기술,
일본어 계속 과정, 법률 연구, 수학, 음악, 개인 개발
(PD)/보건/체육(PE), 물리, 사회 및 문화, 직물 기술 및
비주얼 아트.

고학년 학생은 또한 Open High School이나
Saturday School 에서 직업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
과정을 공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과 과목 이외에도 학생은 다양한 종류의 과외 스포츠,
실외 교육, 음악 교습과 미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센터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에서는 고등학교
나이의 유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교 영어 준비 코스에서는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어와 학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 코스에서는 집중적인 영어 공부와 특정 호주
고등학교의 영어 과목을 함께 가르칩니다. 시간은
호주식 공부 방법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할당됩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이 수학과 PDHPE 수업에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센터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들은 TIGS 학생들과
통합되어 학교의 학과 활동, 문화, 스포츠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상호 교류는 신뢰심을
키워주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줍니다.

홈스테이 및 보호자 제도

유학생에게 보호자 및 홈스테이 제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엄선된 학교나 지역 사회의 가족과
함께 홈스테이를 합니다. 이 가족들은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훌륭한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저희 홈스테이
담당자가 모든 숙박 시설을 방문하며 홈스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호주에 도착하면 시드니 국제
공항으로 마중 나와 홈스테이 가족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등록 방법

1 작성된 유학생 등록 신청서를 다음과 함께 보냅니다.
ˉˉ 환불 불가한 신청 비용 175.00 호주 달러
ˉˉ 신청자의 최근 학교 성적표 사본 2장
ˉˉ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 사본
ˉˉ 영어 테스트 성적 사본

ˉˉ 신청자의 현 학교 교장의 추천장(구할 수 있는 경우),
ˉˉ 최근의 신원 보증서 사본
보낼 주소: Manager, International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PO Box 225
FIGTREE NSW 2525
AUSTRALIA

전화: (61 2) 4220 0269
팩스: (61 2) 4220 0267
이메일: international@tigs.nsw.edu.au
인터넷: www.tigs.nsw.edu.au

2 합격한 신청자는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로부터 입학허가서 (Letter of Offer)를 받습니다.

3 그런 다음 학교 수업료를 내시면 등록이 확인됩니다.
등록 확인서(CoE)가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에 의해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유학생이
비자를 얻는 데 필요합니다.

2016년 예정 비용
수업료

3 – 4 학년�������������������������������������� 연 20,250 호주 달러
5 – 6 학년�������������������������������������� 연 21,580 호주 달러
7 – 8 학년�����������������������������������������������연 24,590 달러
9 – 10 학년���������������������������������������������연 25,680 달러
11 – 12 학년�������������������������������������������연 26,820 달러

연간 활동 비용 캠프, 소풍 등 포함.

3 – 4 학년��������������������������������������������연 780 호주 달러

5 – 6 학년������������������������������������������연 1025 호주 달러
7 – 12 학년����������������������������������������연 1640 호주 달러
교복은 학교 교복점(School Uniform Shop)에서 약
950 호주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의료 보험(OSHC)은 연 438.00 호주
달러입니다.

HSC 학년에 있는 학생의 경우 1110 호주 달러의 BoS
(Board of Studies) 비용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재 및 학용품 등의 추가적인 경비도 약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어 센터

집중 영어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주 당 535
호주 달러입니다. 이 수업료는 위의 학교 수업료를
대신합니다.

행정 비용

신청 비용������������������������������������������������� 175 호주 달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동봉되어야 합니다.

등록 비용����������������������������������������������� 3000 호주 달러
학교에 입학 허가 채택 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리를 확보합니다.
자본 보증금������������������������������������������� 2000 호주 달러
12학년 학생의 수료 예정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에
전액 환불되는 무이자 대출.
시설 비용������������������������������������������� 연1000 호주 달러
가족 당 일회 징수.

홈스테이 및 보호자 제도
PO Box 225, Figtree NSW Australia 2525
Western Avenue, Wollongong
T: +61 2 4220 0200 | F: +61 2 4220 0201
E: international@tigs.nsw.edu.au
tigs.international
facebook.com/TIGSInternational
www.tigs.nsw.edu.au
CRICOS Provider Code: 02300E

홈스테이����������������������������������������� 주 당 260 호주 달러
소개 비용������������������������������������ 소개 당 250 호주 달러
보호자 제도�������������������������������������� 주 당 40 호주 달러
관리비�������������������������������������������������연 500 호주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