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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ON SECONDARY COLLEGE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55년에 설립된 저희 칼리지는 남녀공학의 공립 중등학교로서, 7학년-12학년까지 제공하며, 재학생 수는
1,300여명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역 사회는 물론 해외에서 온 국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학교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righton Secondary College는 저희 젊은 학생들의 장래에 대비하는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현재
각방면이 다 연결된 세계에서 학생들은 지역적으로 활동하되, 국제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습과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적극 지원합니다.
저희는 전세계에서 저희 칼리지를 찾는 모든 국제 학생들을 적극 환영하며, 그들에게 훌륭한 교육과정,
고품질의 교수, 다양한 방과후 활동 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진정한 국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는 또한 전세계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합니다. 오늘의 차세대를 훌륭히 교육시켜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차드 미낵 (RICHARD MINACK)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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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중등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치

브라이튼 는 아름답게 위치한 베이 사이드 교외지역으로, 국제 학생들이 멜버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학생 들에 지역 사회와의 교류는 우리의 독특한 위치 덕분에 가능
합니다

시설

영어 연수 센터

저희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자료를
갖춘 도서관, 드라마 센터, 공연예술
센터, 진학실, 스포츠 스태디움, 하키/
테니스장 등을 갖춘 우수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저희 칼리지는 또한
최첨단의 과학, 예술 및 테크놀로지
시설인 다 빈치 센터 및 VCE 전용
건물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칼리지의 전용 영어 연수
센터는 국제 학생들이 호주 주류
교육에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20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국제 학생들은
일반 호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기
전에 영어 실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

진정한 호주 생활 체험

저희는 방과후 국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음악 레슨, 스포츠 팀,
연극 제작, 아트 레슨 및 숙제 스타디
그룹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됩니다.
학교 대항 스포츠 토너먼트도 있고,
학년별 캠프 및 다양한 수학/견학
여행의 기회도 있습니다.

CRICOS 00861K

저희 칼리지의 국제 학생들은 호주
홈스테이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국제 학생들은 호주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과목별 학교 캠프에 적극 참여해서
호주 사회에 적극 통합될 기회를
갖습니다. 멜번 지역에 문화 견학을
가서 호주의 역사와 관습에 대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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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의 베이사이드
지역인 브라이튼

Brighton Secondary College는 아름다운 지역인 브라이튼 이스트에 위치한 학교로서, 멜번 도심에서
10km 거리에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역사적인 건물과 해변가 호화 저택이 특징인 부유 지역입니다.

관광

Middle Brighton의 남쪽에 위치한 Dendy Street Beach는 82개의 화려한 색상의 해변가 박스가
유명합니다. 이것은 멜번의 독특한 명소입니다. 해안가에서 조금 나가면, 유명한 St. Kilda 비치와 Luna
Park 공원이 나옵니다. St. Kilda 도로를 따라 전차를 타고 가면, 멜번 도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St. Paul’s Cathedral 및 유명한 기차역인 Flinder’s Street Station에 갈 수 있습니다.
단거리 도보 거리에 Royal Botanic Gardens과 Shrine of Remembrance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멜번의
국제적인 스포츠 시설 역시 인근에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Melbourne Cricket Ground
(MCG)는 호주 전통 Aussie Rules 풋볼 및 국제 크리켓 경기가 매년 열립니다. Rod Laver Arena가 있는
테니스 파크에는 그랜드 슬램 호주 오픈도 매년 열립니다.

교육

브라이튼은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육의 중심지로서, 많은 공립 및 사립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호주의 교육 중심지로서, 멜번의 대학들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대학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의 RMIT와 The University of Melbourne, 남쪽의 Monash University과 Deakin University 모두
브라이튼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교통

브라이튼은 Sandringham 라인의 Gardenvale, North Brighton, Middle Brighton 및 Brighton Beach
기차역, Frankston 라인에서는 Bentleigh 및 Patterson 역이 있습니다. 멜번 대학에서 오는 전차 노선 64
은 브라이튼의 동부 끝을 지나고, 그외에도 North Brighton – Southland (노선 823과 노선 216), Monash
University 방향 노선 630, Melbourne CBD를 통과하는 노선 219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튼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도 있습니다.

편의 시설

브라이튼은 국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한 지역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The Brighton
Library은 is about a 20 minute walk from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 약 20분 도보거리에 있고,
학생 할인가격을 제공하는 다양한 헬스클럽 및 수영 센터가 인근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ayside
City Council 웹사이트: https://www.bayside.vic.gov.au/ 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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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스쿨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학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VCE - 빅토리아 교육 증서

대학 진학을 대비하게 위해 시니어 학생들은 다양한 대학을 직접 방문할 뿐 아니라, 칼리지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학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안내 행사를 마련합니다. 시니어 학년 리더 위원회는 시니어 학년 10-12
학년의 학생들이 다양한 리더쉽 기회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과정 속성 기회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9-10학년 학생들의 경우, 10-11학년 교육과정의 Unit 1 & 2 또는 Unit 3 & 4를
앞당겨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며, 학기말 성적표에 특정 과목에 대해 해당 학생이 빅토리아 교육과정의
‘A’ 또는 ‘B’를 성취했고, 모든 학습 행동에서 ‘3’ 또는 ‘4’를 달성했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시민
실습

모든 10학년 학생들은 취업 또는 진로 체험을 취소 1주일간 갖게 됩니다.일부 국제 학생들은 방학 중
모국으로 돌아가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제 학생 매니저와 상의 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상 인터뷰

10학년 학생들은 구직 시 에티켓과 절차를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기 소개서가 담긴 커버 레터와
이력서를 준비하고. 지역 사업체의 자원 봉사자들이 실제 인터뷰를 한 다음 유용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 칼리지 웹사이트 - www.brightonsc.vic.edu.au 에 있는 11 & 12학년
핸드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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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

빅토리아 교육 증서 (VCE)

VCE 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며 빅토리아 주 주요 고등학교 자격증 이기도 합니다 . VCE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VCE 과목 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2 년 동안 완료 할 수 있는 4 개의 단위로
(Unit) 구성됩니다 (1 단위는 한 학기 또는 반년 작업을 나타냄). Unit 1과 2는 일반적으로 11 학년에
수강하고 Unit 3과 4는 일반적으로 12 학년에 완료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10 학년에 일부
VCE 과목 Unit 1과 2를, 11학년에 Unit 3과 4를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Unit 3과 4는 1 년에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1과 2는 순서를 형성 할 필요가 없고 3과 4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는 단일 단위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Unit 3과 4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학과 전체 4
개 Unit 을 완료하길 종종 학생 들 에게 조원을 줍니다.
VCE 을 졸업하려면 일반적으로 20 ~ 24 개 단위가
선택가능한 과목들
일반적이지만 최소 16 개 단위를 만족스럽게 완료
회계
해야합니다. 이 또한 단위의 수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호주 및 국제 정치학
졸업하기 위해 영어 그룹에서 최소 3 개의 단위 을 이수
생물학
비즈니스 경영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추가 언어로서의
화학
영어 (EAL)(Units 3 및 4) 를 완료 해야합니다.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 학생들은 11 학년에
VCE 6과목(12 units))을 완료하고 12 학년에 VCE 5과목
(10 units)을 완료 해야합니다.

VICTORIAN SCHOOL OF LANGUAGES
(VSL)
빅토리아 언어 학교 (VSL)는 일반 학교에서 해당
언어를 공부할 수 없는 1-12 학년 학생들에게 언어
프로그램 에 액세스를 제공하는 공립 학교입니다. 이
학교 언어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언어 센터에서 대면
(face to face)교육을 통해 제공됩니다. 현재 Brighton
Secondary College는 외국 학생들에게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및 한국어를 제공 하며 학생 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진로 지도 및 상담

진로 지도 및 상담은 고등학교 졸업 후 졸업생들이
성공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진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것을
찾아 대학 진학, 취업 또는 기술 연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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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모국어)
연극
경제학
영어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EAL)
영어
식품 및 테크놀로지
불어 (제 2언어)
보건 및 인간 개발
역사
제 2언어로서의 일본어
법률학
문학
일반 수학
수학 방법
전문 수학
언론
음악 공연
자연 및 환경학
체육
물리학
제품 디자인 & 테크놀로지 (섬유)
제품 디자인 & 테크놀로지 (목재
심리학
스튜디오 아트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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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연수 센터

국제 학생들은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희망 학년에 입원 정원이 남아 있을 때 저희 칼리지에 곧바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호주 주류 학년으로 입학하기를 원하는 비영어권 출신의 국제 학생들의 경우, IELTS
테스트나 그에 상당하는 영어 테스트 (예. AEAS 테스트 등)를 통해 영어 숙련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영어 연수 센터는 저희 칼리지 캠퍼스 내에서
운영됩니다. 저희 칼리지는 예비 VCE 프로그램과 소규모 EAL 학년별 클래스를 통해 국제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영어 연수 센터는 칼리지 내 시니어 스쿨 건물의 교실에 위치합니다. 학생들은 현재 칼리지 내 주류 과목을
가르치면서 제 2언어 교수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정식 교사에 의해 교육받습니다. 영어 연수 센터는
다양한 문화 출신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룹 학습은 물론 인터랙티브 개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연수 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과목에서 20주간 집중 영어 연수를 받습니다:
•
•
•
•
•
•
•
•

추가 언어로서 의 영어 (EAL)
수학
과학
인문학
식품 테크놀로지
체육
보건
시각 예술

위의 과목들을 영어로 공부하게 되면 영어 숙련도의 향상이 빨라서, 주류 수업으로 성공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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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우수 프로그램
(PEP)

Brighton Secondary College는 모든 학생들이 각 개인의 우수성을 달성하도록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
전체의 PEP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성과를 달성하고 서로존중하는 관계를 쌓고 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목표와 달성에 관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학생의 복지 향상
사회 통합을 통해 학생의 참여 개선 개발
학생 경로를 개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포스트 스쿨 목적지에 대한 의미 있는 계획을 갖도록 합니다.
연령 에 맞는 학습 및 조직 습관을 명시 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성취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매 주간 수업은 각 프로그램의 목표에 중점 을 두고 개발할 것입니다.

PEP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2. 직업 및 진로
3. 학문적 우수성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철학을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서로를 돕고 또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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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제 프로그램 담당 교직원

저희 칼리지에는 국제 학생 매니저 Gary Agg씨가 이끄는 국제학생 전담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 영어 연수 센터 매니저 및 국제 학생 보조 직원이 있습니다. 다함께 개별 국제
학생마다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멜번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개별 학생의 비자 요건과 관련된 출석율, 행동 및 학업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모니터해서 모든 국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해서 호주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 및 웰빙

칼리지는 국제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국제 학생들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된 직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국제 학생 메니저
국제 학생 지원 담당자/홈스테이 코디네이터
국제 학생 보조원
일반 교사들
주니어/시니어 학교 행정 직원
진로 상담 교사
IT 지원 직원

저희는 또한 웰빙 매니저, 복지 코오디네이터, 학교 사제 및 칼리지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학생 웰빙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웰빙 팀과 예약을 해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및 진학 지원

저희 칼리지의 진로 상담 교사는 10, 11, 12학년 학생들의 진로를 도와주기 위해, 개별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2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지도받습니다.

홈워크 클럽

국제 학생부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홈워크 클럽을 따로 운영합니다. 이 클럽은 방과후에 열리며, 국제 학생
매니저와 다른 보조 직원에 의해해 운영됩니다. 이 클럽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조직능력을 개발하고,
수업 중 다양한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홈워크 클럽은 또한 개별 학생들의 학업
진척을 교사들이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최근 칼리지를 졸업한 국제 학생
졸업생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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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하우스 시스템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4개의 하우스에 각각 속하게 됩니다. 칼리지는 각
하우스별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치는 다양한 학교 행사들을 주최합니다. 행사에는 수영 카니발,
육상 대회 및 하우스 합창 대회 등입니다. 4개의 하우스는:

GRANT

LONSDALE

MURRAY

PHILLIP

리더쉽

주니어 및 시니어 학생들 모두에게 학생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도자 역할에는 학급
캡틴, 동료 지원 리더, 학생 대표 위원회 (SRC) 멤버, 스포츠 캡틴 및 하우스 캡틴이 있습니다.
시니어 학년에는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지명되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 지도자의 역할에
선임됩니다. 여기에는 칼리지 캡틴, 아트, 과학 및 환경 캡틴, 스포츠 캡틴, 문화 캡틴 및 하우스 캡틴이
있습니다.

매년 칼리지에서는 국제 학생 캡틴과 부캡틴 및 국제 학생 연락담당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모든 국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칼리지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트레이닝과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 학생 캡틴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는 국제 학생 캡틴을 따로 두어서, 국제 학생들의 의견과 필요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캡틴은 교장과 다른 칼리지 캡틴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국제 학생들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국제 학생 연락 담당

국제 학생 연락 담당은 학생 대표 위원회의 멤버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국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연수 센터를 마친 국제 학생들이 순조롭게 칼리지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국제 학생의 주간

매년 칼리지는 국제 학생의 주간을 마련해서 저희 칼리지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를 함께 축하합니다. 이 행사는 칼리지의 다양한 문화와 국제 학생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리지의 국제 학생 캡틴과 국제 학생 위원회가 이 특별 주간의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저희 칼리지는 글로벌 시민을 개발하는 것은 점차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는 글로벌
월드에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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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 기회
견학 & 캠프

영어 연수 센터

영어 연수 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견학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멜번 CBD, 내셔널 갤러리 및 빅토리아주립 도서관의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대중 교통 이용법에
익숙하게 되고, 멜번의 주요 명소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Brighton Beach 및
Dandenong Ranges도 방문해서, 멜번 외곽지대도 체험하고, 일반 과목 및 체육 과목도 통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영어 연수 센터를 마치고

7-12학년의 국제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난 현장 체험 기회를 통해 과목별 견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캠프 프로그램

칼리지 캠프 프로그램은 멜번 외곽 지대에 명소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 친구들 및 교사들의 친밀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교실을 벗어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캠프 프로그램은 7학년에 ‘Get to Know You’ 캠프로 시작해서, 8학년에 어드밴처
캠프, 9학년에 팀워크 캠프 및 10학년과 11학년에 태즈마니아 및/또는 센트럴 오스트레일리아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학년초에 Phillip Island에서 열리는 ‘스타디
기술’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방과후 활동

국제 학생들은 다른 국제 학생들은 물론 칼리지의 다른 학생들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가집니다: 국제 학생 합창단,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연 예술 활동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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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소감

MING THAO NHU (SUE) DUONG
베트남, VIETNAM; MONASH UNIVERSITY에서 산업 디자인 공부 중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 저는 제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의 환경
친화적 스테이플러에 대해 빅토리아주 ‘톱 디자인’ 상을 받고, 예술 업적상과 학생
리더상이라는 2개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BUN HAGIWARA
일본;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수학/통계학 공주 중
“이 칼리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제 2언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는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일본어 말하기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호주 학생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교육부 (DET)는 우수한 학업 성적, 탁월한 예술작품, 학교내에서 남다른 리더쉽,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인 봉사 또는 스포츠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인 거둔 국제 학생들을 지명하도록 학교에 요청합니다.
저희 칼리지는 지난 6년간 많은 우수한 국제 학생들을 지명해 온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칼리지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https://brightonsc.vic.edu.au/international-student-program/international-studentawards/

2018년
ANDIA LATIFI MEYBODI - IRAN (이란)
WAI TSUN (IAN) LAM - HONG KONG (홍콩)

2017년
ANDIA LATIFI MEYBODI - IRAN (이란)
MASUMI NOTO - JAPAN (일본)

2016년
SAYAKA KAMIO - JAPAN (일본)

2015년
MING THAO NHU (SUE) DUONG - VIETNAM (베트남)

2014년
JIANG (BELLA) CHUN - CHINA (중국)

2013년
BUN HAGIWARA - JAPAN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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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 (BELLA) JIANG
중국; MONASH UNIVERSITY에서 회계학 공부 중
“저는 학생 대표 위원회에서 부학생장이었습니다. 제 역할 덕택에 저는 칼리지
내 국제 학생들의 문제를 토론하고, 국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미팅에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Brighton Secondary College는 제 리더쉽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12학년 글로블 시민권
12학년 리더쉽
11학년 글로벌 시민상
11학년 지역사회 봉사상
11학년 스포츠 업적상

WAI TSUN (IAN) LAM
홍콩 ; MONASH UNIVERSITY에서 건축 공부 중
“Brighton Secondary College에서 저는 제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했습니다. 교사님들은 제가 제 스스로 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12학년때 “국제
학생 연락 담당”으로 지명되어, 지역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생이 되어 Monash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흡족합니다.”

12학년 예술 업적상
12학년 학업 우수상
12학년 학생 리더상
12학년 예술 업적상

ANDIA LATIFI MEYBODI
THE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예술 공부 중
“국제 학생 이 된다는 것은 다양성과 차이점의 우익을 다른 사람들 (국제 및 지역)
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12학년 학생 리더상
12학년 지역사회 참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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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커뮤니케이션
입학전

입학 예정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저희 칼리지 웹사이트에서 칼리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입학 요건, 칼리지 위치, 제공되는 과목들, 칼리지 교복 및 다양한 클럽 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모든 입학 신청자들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http://www.study.vic.gov.au/en/Pages/default.aspx

입학 후
이메일

학부모님들은 국제 학생 매니저나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에게 언제든지 문의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칼리지 영업 시간 중에는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응급 상황 예외).
소셜 미디어

컴퍼스 스쿨 매니저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출석, 학업 진척 및 행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플랫홈을 통해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손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컴퍼스는 Google Chrome 및 Safari는 물론 Compass App for Apple and Android 핸드폰을 통해
로그인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직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각 그룹에 따라 개별 로그인 엑세스를 갖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
•
•
•
•
•
•
•
•

최신 중요 정보, 행사 및 일일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뉴스피드 제공
온라인 학생 시간표
출석율 데이터
칼리지 서류 열람
학생 발달 및 학기 성적표 열람
학부모와 칼리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제물 제출 여부를 학부모님 열람 가능
행사 달력
온라인 지급 및 동의서 제출 가능
컴퍼스로부터 직접 온라인 지원 받음 (칼리지 IT팀도 지원)
웰빙 및 행동 관리

학부모님들은 다음 링크에서 컴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rightonsc-vic.compass.education/

소셜 미디어 앱인 WeChat이 사용 가능하며, 학부모님들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 그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입학 절차가 시작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 모든 신입생 학부모님들에게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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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 성공담을 나누고 홍보하기 위해 따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퍼스 스쿨 매니저 사용법 (How to Access and use Compass School Manager)’의 번역본은 요청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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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들의 숙박

교육부 (DET)내 국제 교육부 (IED)의 규정에 따르면,국제 학생들에게는 4개의 숙박 옵션이 있습니다:
•
•
•
•

옵션 1: 학부모님/보호자와 거주;
옵션 2: 승인된 친척과 거주;
옵션 3: 승인된 친구 가족과 거주;
옵션 4: 학교에서 주선하는 홈스테이 가족과 거주.

학생의 안전과 통학 시간을 고려해서, 기차, 버스, 자전거 또는 도보로 약 20-40분 정도 걸리는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션 4의 경우
공항 도착 지원

옵션 4를 선택한 학생들 모두는 공항 도착시 학교 대표자를 공항에서 만나서 홈스테이 가정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국제 학생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통학 방법,
대중 교통 이용 방법, 지역 쇼핑센터와 슈퍼마켓의 위치, 지역 도서관의 위치와 이용방법 및 기타 중요한
건물이나 서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홈스테이 숙소

옵션 4인 홈스테이 숙소의 경우, 입학 신청 절차 중 홈스테이에 대한 요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가 해당 학생의 요청에 맞는 홈스테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옵션 4 홈스테이에는 다음이 제공됩니다:
•
•
•
•

학생마다 개인 침실
매일 3끼 식사
인터넷 사용
매주 세탁

칼리지 대표자는 일년에 최소 2회 모든 홈스테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매년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신원 조회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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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학

국제 학생들의 모든 입학 신청서는 교육부 (DET) 포털에서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입학
예정일 최소 6-9개월 전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의 유학과 생활, 칼리지 학비 안내, 국제학 생 건강 보험, 상장과 행사, 성공담 및 입학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tudy.vic.gov.au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칼리지에 입학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학 전 2개 학년의 성적이 모든 과목에서 반드시 평균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입학 신청 절차의 편이를 돕고자 ‘해당 국가내’ 유학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DET에서는 국제 학생들의 성적표의 확인 및 번역을 위해 반드시 유학원을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TUDY.VIC 웹사이트: www.study.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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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 직원 소개
리차드 미낵 (MR RICHARD MINACK)
교장

리 앤젤리디스 (MS LEE ANGELIDIS)
교감

게리 애그 (MR GARY AGG)
국제 학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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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가가노 (MR PAT GARGANO)
교감

제시카 렁 (MS JESSICA LUONG)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

케이 센트리 (MS KAYE SENTRY)
교감

MS MINH-THUY NGUYEN
국제 학생 지원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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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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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 120 Marriage Road, Brighton East VIC 3187
TELEPHONE – 03 9592 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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