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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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생이 최고 수준의 학문적 우수성, 개인 성취도 및 완성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동적인 
교육 센터입니다. 본교는 독립적인 사고와 진중한 학습, 높은 수준의 자기 표현과 책임,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일하는 능력, 개인의 재능과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저희는 TIGS가 높은 수준, 노력, 탐구 정신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에 역점을 둔 행복하고 활기찬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많은 철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분명한 토대를 두고자 합니다. 
 본교는 수준 높은 자격을 갖추고 종합대학교에서 양성된 교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최신 기술을 통합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실과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프로그램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은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열망하는 현지 부모 및 유학생 부모 
모두로부터 탁월한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TIGS의 유학생들은 친근하고 배려하는 홈스테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활발한 학생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호주와 호주의 문화, 호주 사람들을 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얻도록 격려됩니다. 
본교의 강점 중 하나는 각 학생에게 제공되는 개별적인 보살핌입니다. 유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학교에 온 첫 날부터 호주 학생들과 섞여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주의 깊게 감독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교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 전체가 개인적 성장의 극대화를 이루고 학교와 더 나아가 넓은 지역 사회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으며 이에 헌신합니다. 
 
본교는 포용적인 등록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교와 교파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TIGS 졸업생은 매년 종합대학교 및 대학 코스 입학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문적 우수성 

TIGS는 학생들이 도전적인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며, 연구 기능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양시킵니다. 
본교의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최고의 성취를 이루도록 고안되었습니다. TIGS는 최상의 
교육 및 최첨단 시설과 함께 탁월한 시험 성적에 대한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TIGS의 교육을 통하여 대학교 수업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 12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호주는 물론 전 세계의 상위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TIGS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삶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개인 맞춤형 케어 문화와 기독교적 가치 내에서 뛰어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과 과정 병행 프로그램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의 교과 과정 병행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에서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향후 삶의 성공 기반을 다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범위와 다양성은 각 학생의 학문적, 정신적, 육체적, 미적, 문화적,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에 대한 
전인적 교육 방식을 제공한다는 본교의 목표를 반영합니다. 학생들은 고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장려됩니다. 



Registrar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PO Box 225, FIGTREE NSW 2525 
AUSTRALIA 
T: (612) 4220 0260 tigs.international 
E: international@tigs.nsw.edu.au  facebook.com/TIGSInternational 
CRICOS Provider Code: 02300E  www.tigs.nsw.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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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불가한 신청 비용 175.00 호주 달러 

• 신청자의 최근 학교 성적표 사본 2장 

•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혹은 여권 사본 

• 영어 테스트 성적 사본 

• 신청자의 현 학교 교장의 추천장(구할 수 있는 경우), 
• 최근의 신원 보증서 사본 

 

 보낼 주소: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P O Box 225 
FIGTREE  NSW  2525 
AUSTRALIA 
 

전화:     (61 2) 4220 0260 
이메일:  international@tigs.nsw.edu.au 

인터넷:   www.tigs.nsw.edu.au 

 

2. 합격한 신청자는 The Illawarra Grammar 
Schoo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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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예정 비용 

수업료 

3 - 4 학년  연 22,200 호주 달러 
5 - 6 학년  연 23,660 호주 달러 
7 - 8 학년    연 26,970 호주 달러 
9 - 10학년  연 28,160 호주 달러 

11 - 12학년  연 29,400 호주 달러 

 

연간 활동 비용 캠프, 소풍 등 포함. 
3, 4 학년   연 860 호주 달러 
5, 6학년  연 1130 호주 달러 
7 - 12학년  연 1810 호주 달러 

 

교복은 학교 교복점(School Uniform Shop)에서 약 950 
호주 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의료 보험(OSHC)은 연 485.00 호주 달러입니다. 
 

HSC 학년에 있는 학생의 경우 1220 호주 달러의 NESA 
(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비용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재 및 학용품 등의 추가적인 경비도 약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어 센터 

집중 영어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주 당 580 
호주 달러입니다. 이 수업료는 위의 학교 수업료를 
대신합니다. 
 

행정 비용 

신청 비용  175 호주 달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동봉되어야 합니다. 
 

등록 비용  3,000 호주 달러 

학교에 입학 허가 채택 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리를 확보합니다. 
 

자본 보증금  2,000 호주 달러 

12학년 학생의 수료 예정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에 
전액 환불되는 무이자 대출. 
 

시설 비용  연 1100 호주 달러 

가족 당 일회 징수. 
 
홈스테이 및 보호자 제도 

홈스테이   주 당 270 호주 달러 

소개 비용  소개 당 294 호주 달러 
보호자 제도  주 당 42 호주 달러 

관리비   연 500 호주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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