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James College

는 1868년에 브리스베인 최초 카톡릭 남자 학교로 개교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카데미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VET)을 포함한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카
톡릭 남녀공학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캠퍼스는 브리스베인 중심부 (CBD) 에 근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며, 걸어서 510 분 정도 거리에 시내 퀸 스트리스 몰이 있고 중심부의 많은 시설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아늑한 학교환경을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고 18세 이상의 학생들
도 다양한 숙박환경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이 제공합니다.
St James 학교는 70여명의 해외학생을 포함 총 4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해외학생들은 중국, 한국, 대만, 콜롬비아, 폴란드, 페루, 케냐 등에서 왔으며 현재
13명의 한국학생이 있습니다.

입학전형
아래사항의 적합한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이 허용됩니다.
입학학년에 적합한 나이
사전 타 학업기관 수료
영어 능통자

입학 영어점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각 학년에 따른 입학에 필요한 아래의 영어점수가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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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학교의 장점
St James 사립학교는 많은 다양한 형태로 각 학생들의 목표와 재능을 성공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아 존중을 형성하는 과정은 모든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저희 학교의 교육환경은 각각 개별적 유능한 재능 안에서 창조되어집니다.

St James 사립학교는 무엇이 특별 할까요?
St James 학교는 1888년이래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늘 입학시켜 왔습
니다.
1980년대 이래 저희는 전문지식과 함께 해외학생들을 발전시켜왔습니다.
St James 학교는 2007년 8월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로 부터 현존하는 인터내셔널 지원써비
스와 관리부문의 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QETI 선정 우수해외학생에 저희 재학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졸업생들은 정기적으로 내신 1등급 (OP 1)의 우수성적으로 호주대학에 입학합니다.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학생의 필요조건을 유연성있게 접근합니다.

교과 과정
St James 사립학교의 교과 과정은 결론에 도달하는 원리와 학업과 직업의 경로에 대한 광대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전세계 대학 및 전문학과 과
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해외학생 프로그램
지역 랭귀지 스쿨에 입학하여 중고교 입학준비과정을 제공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아카데미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VET)
해외 유학생 환영
협의하에 단기 및 장기 해외학생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해외학생 지원 써비스
저희 학교는 특별히 구성된 오리엔테이션과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유학생의 입학을 환
영합니다. 해외학생부서는 풍부한 경험과 자격증을 가진 풀 타임으로 고용된 선생님들이 해외
유학생들의 상세히 필요한 사항을 관리지원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
록 도움 받으며 또한 학업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개별적 관심 및 지원을

해외학생 담당부서 연락처
Ms Helen Robin (헬렌 로빈) – 해외유학생 담당자
Email – international@stjamescollege.qld.edu.au
전화 +61 7 3839 4977 헨드폰 +61 447 059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