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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CRICOS 등록 과정 P ~ 12학년

교내 집중 영어 통합 정규 프로그램

 우수 스포츠 프로그램

과외 활동 - 스포츠, 연극, 무용, 예술, 음악 등

 단기 연수 그룹/개별 학생(3개월 미만, 방문 비자)

교환학생 프로그램(3 ~ 12개월, 학생 비자)

학생 서비스

 학습 자료 이용, 학교와 가정에서 개인 교습 실시

대면 학습과 디지털 학습의 장점을 활용한 통합 교육

학생 전담 지원팀이 있는 인터내셔널 센터 학업 자문 
프로그램

컬리지 카운슬러, 대규모 사목 상담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학생 지원 담당 직원

학교 소개
Saint Stephen’s College는 퀸즐랜드 골드 코스트에 위치한 
남녀공학 사립학교로 프렙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Saint Stephen’s College 학생은 학업, 
스포츠와 문화적 추구 등 모든 측면에서 각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본교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책임있는 세계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aint Stephen’s College는 2016년 퀸즐랜드의 상위 20위 
학교에 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대학 
입학을 지원한 졸업생의 98.9퍼센트가 합격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 더욱 인상 깊은 것은 합격생 가운데 
96.7퍼센트가 원하는 대학의 1순위 또는 2순위 과정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y 프렙에서 12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하는 남녀공학 
사립학교

 y 놀라운 학업 성과

 y 최고의 시설

 y 호주 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탁월한 교육 성과

 y 디지털로 연결된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졸업생

학교의 자랑
 y최첨단 기술, 디지털 인터랙티브 학습 
공간

 y정규 프로그램과 통합된 ESL

 y세계적인 전망과 시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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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험담

Saint Stephen’s College

Amy Na
10 ~ 12학년

저는 Saint Stephen’s College가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과외 활동도 즐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저를 포함한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저희들을 
아주 잘 보살펴 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학교 분위기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도록 북돋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