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ademic    Christian    Caring

유학생 프로그램



32

학교 소개 
1959년에 설립된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TIGS)은 앵글리칸 (성공회) 남녀 공학 사립 학교입니다 
(통학을 전제로 하는 학교로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동쪽 바닷가 울런공
(Wollongong)시에 있으며 시드니로부터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학생이 학업에서 최고 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고, 개인의 발전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역동적인 교육 기관입니다. 
본교는 독립적인 사고와 진지한 학습, 높은 수준의 자기표현과 책임감, 
협업 능력과 리더십, 개인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며,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 근면함과, 도전 정신, 그리고 이타심을 
키우는데 헌신하는 학교라 자부합니다. 본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과 보호에 헌신합니다. 

본교는 높은 수준의 대학교 교육을 받은 교사를 채용합니다. 또한, 본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교실과 
실험실 또한 최신 기술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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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런공(WOLLONGONG) 소개
울런공은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위성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울런공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호주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울런공은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울런공에는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호주의 우수한 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y of Wollongong이 있습니다.

울런공은 일라와라 (Illawarra) 지역의 중심 도시로 열대우림에서부터 장관을 
이루는 바다 절벽과 때 묻지 않은 해변에 이르기까지 웅장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울런공은 바닷바람으로 인해 온화하고 맑은 해안 기후를 갖고 있으며,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여름 평균 기온은 27도입니다. 

제조, 교육, 기술, 연구 개발, 석탄 채굴, 소매 서비스, 관광, 항만, 보건 및 지역 
사회 서비스가 도시의 주요 산업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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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프로그램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호주 유학을 희망하는 해외 지역 학생의 
입학 지원을 환영합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현지 및 해외 
학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선사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오래도록 받아왔습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은 우수한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다각적인 
문화적 교육도 통합하여 공연 예술, 외국어  
(유럽어 및 아시아어 모두), 기술 등을 모두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졸업생들은 매년 
대학을 비롯한 고등 교육 과정 진학에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의 유학생들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머무르면서, 본교의 활기찬 학생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호주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강점 중 하나는 각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리입니다. 학교는 유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현지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호주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친밀히 보살피며 유학생이 본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긍정적이고 보람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본교는 학생 복지를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교직원은 학생 개인의 성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헌신하며,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학교는 포용적인 입학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와 종파를 가리지 않고 학생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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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 우수성

본교의 프로그램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모든 
학생이 최고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일류 교육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TIGS는 우수한 
학업 성취로 오래도록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로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World 
School)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 주니어 
스쿨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인, Primary Years 
Programme (PY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스쿨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생들은 
NSW 정부 교육 과정에 맞추어 학습하며, 11 학년과 
12 학년생들은 NSW 고등학교 수료 과정에 맞추어 
학습합니다. 

우리 교직원은 헌신적이고, 세심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 
과정 내내 비약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합니다. 끈끈한 학생-
교사 관계를 통해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교의 교육 철학을 실현합니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열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본교는 수업 중 개별 
학생에게 충분히 관심을 쏟고, 상호 소통하며 
질문과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학급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탐구가 기반이 되는 학습 기회를 커리큘럼 전반에 
제공합니다. 학생을 평생 배움을 추구하며 지역과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학생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방법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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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LLAWARRA GRAMMAR 
SCHOOL에서의 영어 학습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은 고등학교 유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영어 센터는 학생들이 시니어 
스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영어 센터는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캠퍼스 내에 있어 학생들이 모든 학교 내의 
시설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영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본교의 시니어 스쿨에서 성공적인 
학업에 필수적인 영어와 학업 능력 및 기량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 집중 영어 학습과 호주의 특정 
고등학교 과목을 위한 영어 교육을 모두 
진행합니다. 또한, 호주 학교에서의 학습 방법과 
테크닉에 집중하는 시간도 배정됩니다. 

영어 센터에서 공부하는 동안 유학생들은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학생들과 학업, 
문화, 스포츠 및 소셜 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학생들은 본 교과 
과정의 수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도서관에서의 학습,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젝트 수행, 자습 및 현장 학습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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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교육 과정 
ELICOS –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영어
기간: 10~ 30주

레벨: 초급~중상급

시간: 주당 26.5 시간 (코스 코드 059794G)

초등
유치원(Kindergarten)에서 6학년

기간: 7년

(코스 코드 041427M)

중학교 (JUNIOR SECONDARY)
7학년에서 10학년

기간: 4년

(코스 코드 041428K)

고등학교 (SENIOR SECONDARY)
11학년과 12학년

기간: 2년

(코스 코드 041429J)

영어 요구 사항
유학생은 AEAS(Australian Education Assessment 
Services : 호주 교육 평가 서비스)를 통해 영어 및 일반 
학습 능력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는 학교에서 인정하는 충분한 영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학교 영어 센터에서 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 (ELICOS)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7학년에서 10학년(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아이엘츠 (IELTS: Academic) 점수가 최소 5.0이상이어야 합니다. 11
학년과 12 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으로 입학하는 학생은 아이엘츠 
(IELTS: Academic) 점수가 최소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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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유학생이 안전하고 가족 같은 환경에서 
호주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경험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본교 유학생들은 엄선된 홈스테이에서 TIGS 가족이나 지역민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유학생은 좋은 숙박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홈스테이 
가족은 정기적으로 보험과 경찰로부터 관리를 받습니다. 본교는 홈스테이 
가정 선발에 앞서 모든 홈스테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을 점검하고 가족 
구성원을 인터뷰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홈스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처리합니다. 또한, 모든 홈스테이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부모/후견인 또는 지정된 친척과 함께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후견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1716

방과 후 프로그램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실 내에서 가능한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학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향후 
성공적인 삶의 발판이 됩니다. 

각 학생의 학문적, 영적, 신체적, 미적,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학교의 목표를 반영하여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학생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학교는 스포츠, 지역 사회 봉사, 시각 및 공연 예술, 학업에서의 도전, 
외국어 및 문화 동아리, 체스, 야외 교육, 해외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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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1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지원서를 

작성해주세요.

https://enrol.tigs.nsw.edu.au/enrolment-form/start

지원서와 함께 다음 문서를 제출해주세요.

• 지원자의 가장 최근 두 학기의 학교 성적표 사본(
학기별 1부, 총 2부)

• 지원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 영어 시험 결과 사본

• 가능한 경우, 지원자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교장의 추천서

• 추천서

• 환불이 불가능한 전형료

2  학교 지원 합격자에게는 입학 제안서 (Letter of 
Offer)가 발송됩니다

The Illawarra Grammar School의 입학제안서를 
수락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입학 제안서에 요청된 대금의 결제

• 입학 제안서에 서명하여 제출

위의 내용이 완료되면 전자 등록 확인서
(eCoE: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
가 발급됩니다. 학교의 공식 입학 제안서는 등록 
확인서와 함께 학생 비자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Registrar 
The Illawarra Grammar School 
PO Box 225 
FIGTREE NSW 2525 
AUSTRALIA

T: (612) 4220 0260  
E: international@tigs.nsw.edu.au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방문해 확인해주세요

tigs.international 
facebook.com/TIGSInternational 
www.tigs.nsw.edu.au

https://enrol.tigs.nsw.edu.au/enrolment-form/start
mailto:international%40tigs.nsw.edu.au?subject=
mailto:www.tigs.nsw.edu.au?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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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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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or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