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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매니아 주 
공립 학교 



타즈매니아주 공립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 높은 질과 학업 우수성
모든 타즈매니아주 공립 학교는 호주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학업 우수성과 탁월한 결과를 성취한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즈매니아 주에서는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98%가 입학 제의를 받는데 이 비율은 호주의 어떤 다른 
주나 테리토리보다 높습니다.

대학교로부터 입학 제의를 받은 고등학교 유학생 비율 

 

2. 전문 고등학교
타즈매니아 주의 교육 제도에서는 중학교(7-10학년)가 전문 
고등학교(11-12 학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시설 이용과 100가지 이상의 흥미로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대학에서 미래 학습을 위해 집중적인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3. 타즈매니아 주정부 홈스테이 프로그램
타즈매니아 주정부에서 운영하며, 우리 홈스테이 
프로그램에서는 7-12학년의 학생들에게 진정한 호주 가족 
및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확실하며 
환대하는 숙소를 제공합니다. 타즈매니아 주정부 교육부
(TGE)에서는 우리 호스트 패밀리와 정기적으로 직접 연락을 
유지하여 모든 호스트 패밀리가 높은 수준의 숙소와 학생 
복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광범위한 과외 활동 
우리 학교들은 학생들의 열정과 재능에 맞추어 무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 
팀 스포츠, 토론, 써핑 및 카야킹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습과 생활의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화 
활동에 참여하고 영어를 연습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격려합니다. 

5. 개인적인 지원  
모든 타즈매니아 주 공립학교는 유학생들에게 학습과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자문관을 
고용합니다. TGE는 일주일 24시간 응급 지원 전화를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도움이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 7-10 학년)

고등학교l (11-12 학년)

타즈매니아 주 테이프(
정부 취업 교육 및 훈련 

제공 기관)
대학

타즈매니아 주 교육 제도

타즈매니아 주

98%

뉴사우스웨일즈 주

87%

빅토리아 주

82%

퀸즐랜드 주

91%

서호주

87%

남호주

87%

노던 테리토리

84%

호주 수도 특별구

93%

호주 정부 교육부



1. 안전하고 환영하는 도시
타즈매니아 주민들은 도움을 주며 친절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타즈매니아 주의 도시들은 유학생에게 
안전하고 환대적이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 수도인 호바트는 세계에서 가장 친근한 도시이며, 
호주의 다른 어느 주 수도보다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알려져있습니다.  

2. 정통 영어 사용 환경
타즈매니아 주 공립학교에 입학한 97% 이상이 현지 
학생입니다. 이 점이 타즈매니아가 유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멋진 호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도시가 
되도록 해줍니다.

3.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타즈매니아 주의 도시들은 호주의 많은 다른 도시들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져렴합니다. 홈스테이비와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학생들이 호주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한 
주당 비용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깨끗한 환경과 활기찬 지역 사회

타즈매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가장 순수한 
물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놀랍도록 경이로운 자연과 
경관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본 주는 활기찬 문화 및 예술 
현장, 카페와 레스토랑, 시장과 음악 페스티벌등과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는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5. 살기 좋은 기후

타즈매니아 주는 섬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 도시의 혹독한 
더위나 추위 없이 4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호바트는 호주에서 가장 건조한 수도이며 
멜번보다 통상적으로 연중 2도 정도 시원합니다.

타즈매니아 주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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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l: info@geti.tas.gov.au 
전화:   +61 3 6165 5727  
팩스:  +61 3 6173 0314

우리 웹사이트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2019년 8월 발행 

인쇄 당시에 정보 및 가격이 정확함

사진 크레딧: Josh Lamont 와 Joel Everard 

2020년 텀 날짜
학생들은 학년 내내 어느 때에도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11학년과 12학년에서는 전 학년을 마치기를 
권장합니다.

텀 1 텀 2 텀 3 텀 4

시작 2월 5일 수요일 4월 27일 월요일 7월 20일 월요일 10월 12일 월요일

종료 4월 9일 목요일 7월 3일 금요일 9월 25일 금요일 10월 17일 목요일*

* 고등학교는 11월에 학년말 시험 전에 마칩니다.

학비
최소한의 학습 기간은 4주입니다. 아래 목록의 비용은 영어 수업 및 강화 활동의 등록 비용을 포함한 학비로 충당됩니다. 
교과서, 교복과 특별 야외활동 비용은 별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타즈매니아 주정부 교육부로 연락하십시오.

연간 학비 주당 학비

초등학교(1-6학년) 호주 달러 14,000불 주당 호주 달러 380불

중학교 (7-10 학년) 호주 달러 13,000불 주당 호주 달러 330불

고등학교l (11-12 학년) 호주 달러 14,000불 주당 호주 달러 380불

홈스테이비
연간 홈스테이 관리 비용 200불 적용

7-12학년 주당 호주 달러 300불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은 신청, 학교 배정 및 홈스테이 일부나 학교 
변경에 해당됩니다. 75불의 비용은 한 텀 미만의 모든 학습 
기간에 적용됩니다.

텀 당 호주 달러 75불  최대 연간 호주 달러 300불

유학생 보험r

월별 호주 달러 50불(대략)

매년 호주 달러 600불(대략)

호바트

론체스톤

멜버른

시드니

데본포트

운전해서
호바트에서 론체스톤: 2
시간 반

비행기로
시드니에서 호바트나 
론체스톤: 2 시간

멜버른에서 호바트나 
론체스톤: 1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