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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폴 스쿨로 운영하는 브리스번 교구 재단      

CRICOS 제공자 번호 00515F 

세인트 폴 스쿨 (St Paul’s School)은 호주 퀸즈랜드주 브리스번의 북부에 위치한 성공회 (영국 국교회)의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세인트 폴 스쿨은 여러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대한 50헥타르의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곳은 아래 4개의 
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 하이 스쿨 준비 및 영어 
 주니어 스쿨: 유치원 – 6 학년 
 미들 스쿨: 7 – 9 학년 
 시니어 스쿨: 10 – 12 학년 

 
세인트 폴 스쿨은 국제적 명성과 전망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출신의 학생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본교 공동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합니다. 현재 본교 1600 명 학생들 중 8%가 
유학생입니다. 
세인트 폴의 인터내셔널 스쿨은 하이 스쿨 준비, 영어 및 스터디 투어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 스쿨은 영어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국제적으로 탁월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 스쿨 준비 프로그램 

하이 스쿨 준비 프로그램 (ELICOS)은 하이 스쿨 환경에서 실시됩니다.  
세인트 폴 인터내셔널 스쿨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학생들이 구어 및 문어 영어를 마스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호주 문화 및 전통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미래의 삶과 학습을 위한 기초를 쌓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격려하며 학문적 성취를 지원하는 환경 
 탁월한 시설 및 자원 
 하이 스쿨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제2언어 영어 (ESL) 교사가 고안하고 가르치는 수준 높은 하이 스쿨 준비 

프로그램 (ELICOS) 

 



 

 

아래와 같은 광범위한 학생 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 
 신중하게 선택한 가족들로 구성된 스쿨 기반의 홈스테이 프로그램 
 하이 스쿨 준비 프로그램 이후 진학 지도, 선택한 하이 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간 과정 프로그램 포함 
 지속적인 교육 과정 및 경로를 위한 조언 
 상담 
 건강 보험 등록 및 비자 연장 지원 
 공항 픽업 서비스 

세인트 폴 인터내셔널 스쿨은 국립 ELT 인가 제도에 의해 인가되었습니다.   

 

하이 스쿨 

호주 하이 스쿨을 졸업하길 원하는 유학생들은 세인트 폴 하이스쿨에 등록하여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 호주 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지원은 유학생들이 본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내내 
일정에 맞추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스터디  

세인트 폴 스쿨은 1, 2, 3 혹은 4개 텀 동안 Study Abroad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세인트 폴 
스쿨에서 몰입 교육 기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와 과학, 역사, 예술 및 기타 하이 스쿨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스터디 투어 및 할러데이 프로그램 

 (6-4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에 제공)  

저희는 학생의 필요가 각기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브리스번과 호주 전역에 유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 스쿨은 다양한 스터디 투어를 
제공하는데 이들 투어는 학교 레슨에 참여하면서도 호주를 체험하고 관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함께 
제공합니다.  

 

방학 스터디 프로그램 

북반구 나라의 방학 기간에 학생들은 이 곳에서 영어를 향상시키며 영어 사용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세인트 폴 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3월/4월 및 5월 동안 그리고 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홈스테이 숙소 

세인트 폴 스쿨에 다니면서 학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유학생들은 학교가 인가한 홈스테이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세인트 폴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를 사용하는 가정과의 편안한 가족적 분위기와 학습 환경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호주 생활 양식을 체험하고 영어를 연습합니다. 또한 호주인들의 문화와 관심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학문적인 성공에 대해서도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 폴 스쿨은 퀸즈랜드주 남동부의 주요 관광 명소 및 해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