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즈매니아 
공립 학교  ü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는 교육   

 시스템 

 ü 학업에 최적한 안전한 환경  

 ü 호주 명문 대학교 입학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ü 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ü 주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홈스테이    
 프로그 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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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매니아 공립 학교 소개 
호주의 교육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 표준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태즈매니아주는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하에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 교육 제도는 학생들 개개인의 개별적인 
재능과  학업 적성을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적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내는 교육 제도로 그 
명성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 공립 학교들은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교내 
운동장을 비롯 현대식 첨단 IT,  과학, 스포츠 시설을 
갖춘 학업에 최적화된 최상의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인 학업 목표와 학업 
성취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유학생들은 안전하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즈매니아의 공립 교육 제도는 학생들의 탄탄한 
학업적 능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이 21세기의 다변화된 현대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태즈매니아 공립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명규철 
학생이 세계적인 명문 영국Cambridge University 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는Isaac Newton 장학생에 선정되어 학교장인 웬 케이스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체계적 중등 교육제도
태즈매니아 중등 교육제도는 7학년 부터 12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Junior 
High School’ (중학교)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11/12학년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중등 교육제도는 유학생들을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된 학업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즈매니아 중등 교육제도는 재능있고 뛰어난 
학생들이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 흥미 및 지적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학업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즈매니아 대학교 (UTAS)
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High 
Achiev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년에 호주 대입 시험(ATAR)에서 만점을 받아 또 
다른 만점자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최우등 졸업상을 
수상한 피터 야우는 현재 홍콩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외 활동

태즈매니아 공립 학교들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고,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우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핑, 
단체 스포츠 및 음악 활동과 같은 다양한 과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최적의 학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Sean Scott



최상의 거주 환경
태즈매니아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주로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삼림 지역 및 
남극해와 근접한 지역, 아름답고 깨끗한 해안 등으로 
유명한 호주의 한 주이지만 태즈매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최대 자산은 여유롭고 친화한, 가족 같이 따뜻하다고 
알려져 있는 태즈매니아 주민들입니다.

안전하고 친화적인 태즈매니아의 도시들은 학업 및 
거주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문화 예술, 카페, 레스토랑, 마켓 및 음악 등의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번영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주의 국립공원, 삼림 해양 보호 
지역 등 주의 약 절반 이상은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등재 되어 있기 때문에 태즈매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그 다지 놀랄 사실이 
아닙니다. 태즈매니아주는 관광지 및 유학생활에 적합한 
지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최근 세계적인 여행 
잡지사인 Lonely Planet에 의해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 10대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호바트, 론세스톤 혹은 데이븐포트 같은 
활기찬 도시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도시들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개별 학생 맞춤 지원 서비스

약 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친환경적인 태즈매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태즈매니아 
공립 학교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동안 
호주의 현지인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음은 물론 
개별적인 맞춤 지원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태즈매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는 유학생들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업과 관련된 조언 제공은 
물론 학생들이 유익한 유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모든 공립학교는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위해 별도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ETI (
태즈매니아의 주정부 국제 교육부)직원들은 유학생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어 
유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태즈매니아 주정부 홈스테이 프로그램 

태즈매니아 주 정부가 운영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가족처럼 편안한 숙소를 7학년 부터 12학년의 
모든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 
주정부 운영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숙소 관리자들은 
유학생들에게 각종 편리 시설을 갖춘 공부방과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 
복지, 통학을 위한 교통,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활동 및 
호주 사회 문화 경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하루 3번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제공받음은 물론 전기, 수도, 인터넷, TV, 
다리미,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과 같은 각종 편의 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즈매니아 주정부는 홈스테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유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홈스테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모든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의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 관리하는 모든 홈스테이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숙소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3. 모든 홈스테이 관리자와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연락 가능 비상 연락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학기 일자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개학
2월 7 일 수요일 

개학
4월 30일 월요일

개학
07월 23일 월요일

개학
10월 15일 월요일

학기말
4월 13일 금요일

학기말
07월 6일 금요일

학기말
9월 28일 금요일

학기말
12월 20일 목요일 

(고등학교는 11월  기말고사 전 종료)

참고: 학생들은 학기 중 입학이 가능하지만 11학년과 12학년은 학기 종료 후 입학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학비 
연간 학비 주당 비용 입학(준비) 프로그램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AU$14,000 주당 AU$350 해당 사항 없음

중학교 
(7학년 ~ 10학년)

AU$12,000 주당 AU$300 해당 사항 없음

고등학교 
(11학년 ~ 12학년)

AU$13,000 주당 AU$350
주당 AU$360 - 영어과정 및 주요 
과목들이 포함된 고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

영어연수학비 위에 학비에 포함

과외활동 위에 학비에 포함

• 위의 학비는 영어연수와 과외활동비용이 포함된 것 입니다.
• 교과서, 교복, 견학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GET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학업기간은 2주 입니다.

홈스테이 비용
7 학년 ~ 12 학년

주당 AU$300

최초 홈스테이 배정비용 200불 

행정비용 
기본적으로 행정비용은 학생후견인, 입학 신청, 학교배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필요시 학교변경 및 홈스테이 변경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당 AU$50

최대 연간 AU$300

국제 학생 보호법

태즈매니아 주 정부 국제 교육청(GETI)은 국제 학생들이 

태즈매니아에서 안전하고 유익하며 보람있는 학업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학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은 국제 학생 교육 서비스 법(ESOS Act)및 국제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에 대한 국가기준시행령 (the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에 의해 보호됩니다. 

국제 학생 교육 서비스 법(ESOS Act)은 교육기관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과 유학생을 소비자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준을법제화하여 국제 

학생들이 안전하게 목표로 하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으로서 호주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국제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호주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internationaleducation.gov.au

학교 문의 안내

Contact:

Tel: +61 3 6165 5727 
Fax: +61 3 6233 7839

Email: info@geti.tas.gov.au

www.study.ta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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