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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이러한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제공이 다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거
나 칼리지의 학생 보호 의무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학생이 요청할 경우, 칼리지는 재량에 따라 학부모와는 무관하게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해당 학생이 열람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혹은 해당 학생이 자신의 개인 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스스로 제공하
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고 /혹은 해당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이
허용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문의 및 불평 접수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칼리지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불평을 해야 할 경우, 칼리지 교장에게 연락해 주십시
오. 칼리지는 그러한 불평 내용을 조사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가 가능하게 신속히 종결되는 대로 그에 따른 결정과
결과를 여러분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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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인사말 From the principal
부모님, 학생 여러분께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영어권 혹은 비 영어권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완벽한 교육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는 호주 인들과 다른 민족, 특히 아시아인들 사
이의 문화적 친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12개국 이상 여러 국가로부터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우리 학교는 리디 크릭 및 핌파마 캠퍼스에서 Prep(5세) 부터 12학년(17~19세)
까지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의 영어 실력이 칼리지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기에 충분해지면, 저희는 영어 지원
프로그램(ESL)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국제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호주 학생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각 학년마
다 해당 나라에 대하여 입학 할 수 있는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재학생들 관리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이념 아래, 기술, 음악,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기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12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퀸스랜드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학교 중
의 하나로 뽑힙니다.
킹스는 퀸스랜드 주의 수도인 브리즈번의 여러 대학교 및 골드코스트의 대학들과 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
은 학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제공합니다. 킹스는 학생들에게 대학교를 선택과 학과의 입학 조건에 대한 조
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서비스 외에 기독교 가정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숙박을 알선해 주며, 또한 학생들의 새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국제학생 장학금, 공항 픽업, 영어 코스, 정부 승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
큘럼,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동봉된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내서에 명시된 전화, 혹은 이메일
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r. Rees Davis - BSc, DipEd, BEd, MEd
학교장

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자원봉사자:
칼리지는 칼리지의 행사나 기타 관련 행사들 (동문회 및 학부모 단체 등)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정보도
수집해서 칼리지와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케팅:
칼리지에서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수준높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케팅을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학부모, 직원 및 계약업자 및 칼리지 커뮤너티의 기타 개인들은 칼리지의 기부금 행사 및 기타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칼리지 출판물 (소식지및 잡지)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칼리지는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합니까?
칼리지는 개인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 포함)을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
• 정부 부처;
• 의료진;
• 칼리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 (즉, 특수 과목 방문 교사, 카운셀러 및 스포츠 코치 등)
• 칼리지 출판물 (소식지 및 잡지) 수신인들;
• 학부모;
• 칼리지가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동의한 모든 개인들; 그리고
• 법에 따라 칼리지가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해외로 개인 정보를 보내야 할 경우:
칼리지는 해외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아닌 외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거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등입니다. 하지만, 칼리지는 다음
이 없이는 개인 정보를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의 동의서 (일부 경우 이러한 동의는 암시적일 수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혹은 기타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칼리지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룹니까?
‘민감한 정보’란 개인의 인종 및 소수민족 배경, 정치적 의견, 종교, 노조 혹은 전문단체 가입 여부, 철학적 견해, 성적
취향, 범죄 기록 및 개인의 의료 및 생체 기록에 관련된 개인 정보입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는 여러분이 동의한대로,
혹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보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 혹은 그 일차적인 목적에 직접 관련된 이차 목적으로
만 이용되고 공개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관리 및 보안
칼리지 직원들은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정보의 기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 칼리지는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오용되거나, 침해 및 손실되거나, 수정 및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금 장치가 부착된 금고에 서류 기록 보관 및 컴퓨터에 보관
된 기록의 경우 비밀번호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 열람 및 수정
연방 정부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권리와 부정확하
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칼리지에 알릴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부모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급 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Parent Lounge라고 불리
는 비밀번호로 보안이 유지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제공되는 개별 Username / Password를 가지고 해당 가족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수정과 업데이트는 Parent Lounge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 정보가 Parent Lounge에서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칼리지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의 신분 증명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열람하고자 하는 특정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의 신청과 요청한 정보의 파악,
검색, 확인 및 복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관련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는 정보가 방대할 경우, 칼리
지는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칼리지가 그러한 정보의 열람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칼리지는 정보 열람 신청 거부의 이유가 담긴 서면 통지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 및 권리
칼리지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리지는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요청
및 통지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칼리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한 동의를 해당 학생의 동의로
간주하며,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는 해당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학부모는 칼리지가 보
관하는 있는 자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칼리지에 요청하거나, Parent Lounge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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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이 프라이버시 정책은 칼리지가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리지는
연방정부 프라이버시법 (Commonwealth Privacy Act)에 포함된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칼리지는 새로운 법과 테크놀로지, 칼리지의 운영 및 관행의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이러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칼리지는 어떤 종류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합니까?
칼리지가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에는 다음 개인들에 대한 의료 및 기타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칼리지에서 학생의 재학 기간 전, 재학기간 중, 재학기간 이후의 학생들, 학부모 및/혹은 가디언들 (‘학부모’);
• 구직자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및 계약업자들; 그리고
• 칼리지와 접촉을 하게 되는 기타 개인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
칼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작성한 서류, 직접 면담 및 인터뷰, 이메일 및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 정보
를 수집하게 됩니다. 일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개인들을 통해 개인 정보가 수집되기도 합니다.
다른 개인들에 의해 제공된 개인 정보:
일부 경우, 칼리지는 의사나 다른 학교의 추천서 같이 제 3자를 통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기록에 관한 예외 규정: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은 직원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정책은
칼리지와 직원 간의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 관계에 관련된 직원 기록에 대한 칼리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칼리지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일차적인 목적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기대하거나, 동의한 이차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칼리지의 개인 정보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제공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와 칼리지의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칼리지가 이용하는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학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서신, 소식지 및 잡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 칼리지의 일상적인 운영;
• 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및 의료적 복지를 보살피기 위해;
• 칼리지에 대한 기부 및 마케팅의 목적; 및
• 칼리지의 법적 의무를 총족하고, 칼리지가 학생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칼리지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칼리지는 학생의 입학
이나 재학을 허용할 수 없거나, 특정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개인 정보 수집의 일차 목적은 필요한 경
우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를 평가하고 (성공할 경
우) 고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 직원 및 계약
업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수집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개인의 고용이나 계약 관리의 목적;
• 보험의 목적;
• 칼리지에 개한 기부 및 마케팅의 목적; 및
• 아동 보호법 및 기타 칼리지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학 신청과 등록

Application & Enrolment

입학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학비 안내 Summary of fees payable:

1단계 – 입학 신청서 작성
국제학생 입학 신청서를 작성할때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번역된 최근 학교
성적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8-9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입학 신청서와 입학 신청 비 접수
작성하신 입학신청서를 입학 신청 비($200)과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학비Tuition Fees
수업료

학기당

연간

초등학교 – 프렙 - 3학년

$9375

$18750

초등학교 – 4 - 6학년

$9500

$18460

중학교 – 7-9학년

$9800

$19600

시니어 고등학교 – 10 - 12학년

$9800

$19600

1. 이메일 isr@kingscollege.qld.edu.au

2. 우편		 The Principal,
				 King’s Christian College,
				 Locked Bag 70,
				 Burleigh Post Office, QLD 4220, Australia
유학원을 통해 신청 시 작성하신 입학 신청서를 유학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단계 – 입학 승인 편지 발행
입학을 신청한 학년에 자리가 있고 입학 신청이 허락된
경우, , 오퍼레터가 신청학생에게 발급될 것입니다. 학교
오퍼레터에는 1년치 학비 견적서와 서면 동의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4단계 – 학비 납부
오퍼레터를 받았고, 이 오퍼를 수락하고자 할 경우, 서명한
서면 동의서를 보내고, 청구서에 나온 학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학비는 은행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시 반드시 어카운트 코드와 학생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체 지불의 내용은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5단계 – 입학 허가서 발행
서면 동의서가 서명되고 학비 납부가 확인되면,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입학
허가서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 – EcoE) 및
필요한 경우 복지/숙박 승인서 (CAAW)입니다. 이 서류들은
호주 이민성 (DIBP)에 온라인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단계 – 영어 시험
일단 입학 허가가 이루어지면, 입학 등록을 하기 전에
만족스러운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실력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에 미리 ELICOS 과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호주에 학생이 일단 도착한
후, 입학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시험을 치기 위해 칼리지의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와 예약을 해야 합니다.
7단계 – 학교장과 인터뷰
킹즈 칼리지에서 입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반드시
교장과의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호주 도착 후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8단계 – 홈스테이와 공항 마중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면, 칼리지에 호주 도착일과 시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적절한 홈스테이와
공항 픽업이 주선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일이 변경될 경우,
칼리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아래에 제시된 수업료 이외의 학비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료 이외의 학비에 대해서는 페이지 7-8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신청비 (환불 불가)

$200

ESL비

프렙 – 연간 $3850 (최고)
초등 – 연간 $2860 (최고)

클럽타스틱스 & 퓨전 (Clubtastics & Fusion)

연간 $300 (최고)

QCAA 수수료 (11& 12학년만)
이것은 QCAA가 11학년과 12
학년의 유학생들에게 부가하는
Moderation 수수료 입니다

연간 $423.40

교복
모든 가격은 예상가격이며, 첫 교
복에만 해당됨.

프렙 $700
초등 $700
중등 $1000
시니어 $1100

의료보험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의무적

연간 $558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Medibank
Private 웹사이트를 확인

홈스테이비
제시된 비용은 연간 최고 한도
액임.

학기당 (semester) $7540 혹
은 연간 $15080

홈스테이 알선비
새로운 홈스테이를 알선해 줄때마
다 칼리지에 지불해야 함.

$250 (알선 때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선택적)
버스비

연간 $1320

캔버라 수학여행 (6학년 학생만)

$960 (대략)

멜번 수학여행 (9학년 학생만)

$600 (대략)

학기말 (semester) 행사(7-12학
년만 해당)

$120

12학년 디너 & 파티 (formal)

$120

공항 픽업 서비스 (선택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견적 제공

모든 수업료가 아닌 학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페이지 8-9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이며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이 책자 발간 당시 정확합니다.킹즈 크리스찬 칼리지는 사전 통보 없이 학비를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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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지원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support classes (ESL)

CLUBTASTICS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호주 정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공부(ELICOS*)를 해야만 합니다. 골드코스트에는
평판이 좋은 영어학교들이 있고 학생들에게 영어공부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정규 수업을 받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킹스는
ESL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 안과 밖에서 유학생들에게 개인지도를
제공합니다.
킹스 NLLIA*의 점수 산정에 기초한 시험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레벨인0 (매우 제한적이거나 영어가 전혀 안되는
경우)에서 제일 높은 레벨인 7(영어의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른 평가와 NLLIA* 점수를
바탕으로 한 각 학년에 대한 직접 입학에 따른 영어 점수 는 아래와
같습니다.
Years 1-7 NLLIA Level 3/4 (IELTS* 4)
Year 8
NLLIA Level 3.5/4 (IELTS* 4/4.5)
Year 9
NLLIA Level 3.5/4 (IELTS* 4/4.5)
Year 10 NLLIA Level 4
(IELTS* 5)
Year 11 NLLIA Level 4.5/5 (IELTS* 5)
Year 12 NLLIA Level 5
(IELTS* 5.5/6)
킹즈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구조 내에서 보다 자세한 평가
시스템은 NLLIA*의 등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하위는 0위이고
최상위는 7위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모든 부분에서
NLLIA 레벨 5/6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ESL*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학교에서 제공하는 ESL*프로그램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렙학년 학생들은 주 4회 ESL 수업을 받고 1학년부터 6학년의
학생은 주 3회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비록, ESL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영어 실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영어실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과외 교습을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ESL*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관련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니어 학년에 가서도 모든 정규 영어 과목에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고/또는 NLLIA 레벨이 5-6이 될 때까지
ESL* 을 선택해야 합니다 ESL은 방과후 칼리지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니어 학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ESL 지원은 모든 과목의
과제물 초안 작성에도 제공됩니다. 튜터 교사 (지도 교사)는
일년내내 방과후와 점심시간 중에 과제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 칼리지의 영어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종합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약어 안내

ELICOS:
ESL:
NLLIA:
IELTS:

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 (유학생들을 위한 집중 영어 연수 과정)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언어로서의 영어)
National Language Learning Institute of Australia (호주 전국 언어 교육 협회)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cheme (국제 영어 테스팅 프로그램)

K ALEIDOSCOPE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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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강령

Code of practice

학기 일정 Term dates 2017

교육 기준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이하 ‘킹스’라고 함) 정규 과정 참가자들의 복지와 흥미를 잘 이끌어가고, 또한 마케팅과 정규
과정들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행안들을 채택해 왔습니다.

마케팅

ONE

학기

시작일

공휴일

종료일

Term

First Day

Public Holidays

Last Day

프렙 - 7학년
신입학생 8-12학년
1월 24일 (화요일)

킹스는 정직, 정확, 전문성으로 각 교과 과정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
중학교 8-12학년
1월 25일 (수요일)

학생 정보

1월 26일 (목요일)
Australia Day

3월 31일 금요일)

4월 14일 (금요일)
Good Friday (방학 중)
4월 17일 (월요일)
Easter Monday (방학 중)

모든 킹스 학생들은 코스 시작 전에, 학교 규약과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정확하고 연관성이 있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

입학 절차 및 평가 기준

•

환불 정책

•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비용

•

KCC 캠퍼스의 부대 시설 및 장비

TWO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월요일)
ANZAC Day

6월 16일 (금요일)

5월 1일 (월요일)
Labour Day
THREE

7월 11일 (화요일)

9월 1일 (금요일)
Gold Coast Show Day

9월 14일 (목요일)

FOUR

10월 3일 (화요일)

10월 2일 (월요일)
Queen’s Birthday

12학년
11월 17일 (금요일)

12월 25일 (월요일)
Christmas Day
(방학 중)

프렙 - 11학년
11월 24일 (금요일)

모집
학생 모집은 커리큘럼의 요구 사항들과 함께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비용과 환불
킹스는 학생들이 납부한 비용을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며, 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규정 Act 1991 (Registration
of Providers Financial Regulation)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하고 정당한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불 절차와
원칙은 16페이지 참조.

12월 26일 (화요일)
Boxing Day(방학 중)

불만 및 항소 절차
학교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어떠한 불만이 있을 시, 유학생 담당 선생님에게 이를 우선 알려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그에 대한 편지를 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관리 위원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불만 및 항소 원칙은 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재 규약
등록된 교육 기관들이 이 시행 기준을 어기거나 관련된 요구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교육 기관의 등록 허가를
취소합니다.
Mr. Rees Davis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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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조건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로 혼자서 입국할 경우, 학생비자와 함께 발급된 복지/숙박 승인 서류 (Welfare/
Accommodation approval -CAAW)에 기입된 날짜에 호주로 입국해야 합니다. 항공기 예약을 하기 전에 이 날짜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재학 중 호주 국내 여행
King’s College의 보호관리를 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칼리지의 허락 없이는 호주 국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칼리지의 유학생 담당관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중 도착일과 출발일
방학 기간 중 본국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비행 출발 및 도착 일정은 칼리지 학사 일정에 맞도록 미리 예약합니다.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
모든 학생들은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학교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학사 일정은 칼리지 웹사이트,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입학 안내서 및 칼리지 과제물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학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학생이 학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 DIBP 규정에 따라, 칼리지는 그 사실을 DIBP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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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프로그램 Homestay program
홈스테이는 가장 인기있는 숙박 형태입니다.
홈스테이는 호주 가정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전형적인 호주 가정의 안락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서에 홈스테를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킹즈
칼리지는 적절한 홈스테이를 주선해 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모든 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반드시 동의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주선하는 경우 홈스테이 배정 비용 $2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학 등록의 조건의 일환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칼리지에서 주선하는 홈스테이에서 거주, 혹은
2)		DIBP에서 승인한 가까운 친척집에서 거주
칼리지가 주선하는 홈스테이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안내 (페이지 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비는 1학기 혹은 일년치씩 선불로 칼리지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홈스테이에서 생활할 때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거나
점심도시락을 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 청소나 식사 후 설거지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킹스의 모든 홈스테이 가정은 칼리지 홈스테이 직원의
세심한 검토에 의해 선별되며, 모두 정부의 홈스테이에
관한 규정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의 안위가 최우선이기에, 국제학생들이
킹즈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2월과 1월 중 두 달 동안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초에
학교의 Homestay Officer 직원의 허락을 받아 방학 중
거취 장소를 반드시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Homestay Officer 직원이 주선하는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국제학생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루 세끼 식사
•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활동
•		학교 과제와 태도에 대한 관찰과 학교지도
•		학교의 요구사항의 일환으로서 학생 수첩에 매일
		사인하기
•		방과 후 활동이나 정학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와의 정기적인 연락

•		옷이나 학교 교복의 세탁과 다림질(고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다림질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옷 수선(헤진 옷단, 옷에 난
		작은 구멍 등 )
•		난방/ 냉방 제공
•		부모가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 보살핌, 걱정이나
		훈계, 그리고 지도
•		특히 주말 같은 경우, 학생의 외출이나 활동에 대한
		지도
•		만약 가족이 외식을 할 경우, 식사 비용은 홈스테이
		쪽에서 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가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		교통편을 요청 받았을 경우, 만약 필요하고 합당한
		곳이라면 제공합니다.
•		학생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연속해서 결석을 할 경우,학교 홈스테이 담당
		선생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		홈스테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의 수는
		한번에 최대 두 명입니다.
칼리지에서 주선한 홈스테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반드시 칼리지의 홈스테이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2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의
홈스테이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은 호주달러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출간
당시 정확한 내용입니다. 킹즈 칼리지는 별도의 통보
없이 비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아플 경우, 학교에 전화로 학생의 결석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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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및 항소 규정

Complaints & Appeals Policy

2017학년도 학비 Fee Schedule 2017

이 규정은 서명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후 7일 내에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1.

a)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 (KCC로 지칭)의 불평 및 항소 규정의 목적인 분쟁이나 불평이 발생한 경우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를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b) 내부적인 불평 및 항소 절차는 타협이 원칙이며,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불평

2.

a) 학생들간의 분쟁은 학교의 학생 행동 규정/행동 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학비

학기당 Per Semester

1년 Per Year

초등 예비 (Prep) - 3학년
초증 4-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

$9375
$9500
$9800
$9800

$18750
$18460
$19600
$19600

비형식적인 불평 해결

a)
b)
c)
		
		
		
4.

학비 TUITION FEES

목적

우선,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는 불평 조정/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합니다.
학생들은 우선 클래스 교사 (class teacher), 파스토랄 케어 교사, 또는 유학생 등록직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장 혹은 교장 대리인에게 문제 해결이 이전되고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의 내부 공식 불평 및 항소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다루어집니다. 홈스테이 문제의 경우,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와 상담하고, 초등학교의 학업에 대한 문제는 클래스 교사나 학년 주임과 상담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Dean of Studies와 상담합니다.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 클래스 교사와 		
고등학교의 경우 Dean of Studies와 상담합니다.

공식 불평 처리 절차

a) 이 절차는 기밀성 절차로서, 모든 불평 및 항소는 해당 당사자는 물론 불평 혹은 항소에 관여하는 담당자 간에
		 다루어집니다.
b) 학생은 불평 및 항소의 성격과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c) 서면 불평 및 항소는 교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d) 불만족스러운 출석율, 불만족스러운 학업 발달 및 정학 및 퇴학에 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지 20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서면 항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 불평 및 항소 절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 모든 불평 신청자는 교장 및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g) 학생 및/혹은 칼리지는 모든 해당 미팅에 보조 지원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h) 공식 불평 처리 절차는 교장 및 그 대리인에게 불평 혹은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정상 영업 10일
		 내에 개시됩니다.
i) 불평 및 항소건에 대해 교장 및 교장 대리인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학생에게 결과 및 결과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고, 통지서 사본은 학생의 파일에 함께 보관됩니다.
j)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평 절차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KCC는 즉시 결정에 따른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고, 학생에게 그러한 시정 및 예방 사항을 통보합니다.
k) KCC는 정상 영업 20일 내에 모든 불평 및 항소 절차를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l) 항소 절차 기간 동안, 학생의 등록 및 출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외부적 항소 절차
a) 불평 절차의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면, 결정이 내리진 이후 2주 내에 무료로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외부 기관에 항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KCC가 내린 결정 혹은 조치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해 불평 및 항소를 의뢰하기를 원한다면,
		 무료로 Overseas Students Ombudsman (유학생 옴부즈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옴부즈먼은 유학생을
		 상대로 무료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www.oso.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 1300
		 362 072번을 이용하십시오.
6. 기타 법적 문제
a) KCC의 불평 및 항소 규정에서는 유학생이 다른 법적 조치를 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7. 정의
a) 정상 영업일 –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b) 학생 – KCC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
c) 보조 지원자 – 예를 들어, 해당 불평 및 항소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친구/교사/친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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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안내
교재 및 기타 물품비:
교재 및 물품비는 위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캠프, 학용품, 교과서 대여, 책, 물품함 대여, 학생증,
테크놀로지비 (5학년-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포함), 모든 과목에 대한 수학 여행 및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6학
년의 캔버라 수학여행과 9학년의 멜번 수학여행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형제자매 할인
한 가족에서 두명 이상의 자녀가 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할인이 제공되며 이 할인은 2번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이
할인액은 개별 학생들의 학비 통지서에 제시됩니다

학비의 지불
학비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송금 – 입학 통지서에 송금 방법 안내.
• 직접 지불 – 현금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킹즈 칼리지의 사무실에서 직접 지불도 가능.
•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이체 – 호주에 거주 중인 경우에 가능함.

2017년 학비 지불 마감일
1학기 (Semester 1) 학비는 2017년 1월 13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2학기 (Semester 2) 학비는 2017년 7월 3일 금요
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전학 및 등록 취소의 경우
칼리지에서 전학을 가거나, 등록을 취소할 경우, 1학기 (1 term)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미리 학교에 통보하셔야 합니
다.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학기 (1 term)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학 조건 및 환불 규정
이 안내서에 나온 킹즈 칼리지의 입학 및 환불 조건을 반드시 읽어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 해당되는 경우)
입학신청 비용 - $200
모든 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200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이 $200 (입학시)
것이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 비용에는 영어 시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입학 신청 시 영어 시험 일정이 예약됩니다.

ESL비
ESL에 대한 필요 여부는 킹즈 칼리지에서 실시되는 입학전 영어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지원 수
학기당
업 (ESL)을 참고하십시오
$1925
예비 (Prep) (주당 4번 수업)
$1430
초등학교 1-6학년 (주당 3번 수업)
고등학교 7-12학년 (주당 최대 3시간)

연간
$3850
$2860

위에 제시된 학비는 연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비 인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의 인상분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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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비 Fee Schedule 2017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 해당되는 경우)
클럽타스틱스 & 퓨전 (Clubtastics & Fusion)
클럽타스틱스 (초등학교) 및 퓨젼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캠핑, 체스, 승
마 및 기타 학교 활동 등이 학기 중에 제공됩니다. 최고 $300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YEAR 9 CAMP - MELBOURNE TOUR

혹은 연간 $300

Queensland Curriculum & Assessment Authority 수수료
(11& 12학년만)

연간 $423.40
QCAA 수수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을 원하는 11학년과 12학년
(11 & 12학년만)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학생의 성적을 처리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QCAA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교복
모든 교복은 칼리지의 교복 숍 (Uniform Shop)에서 구입가능합니다 (단 초등 (프렙- 6학년) 약 $700
신발 제외). 현금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가격에는 GST가 중등 (7-9학년) 약 $1000
시니어 (10-12학년) 약 $1100
포함됩니다. 이 가격은 첫 교복에만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메디뱅크 프라이빗)
호주법의 규정대로, 킹즈 칼리지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국제학생은 국제 1년/12개월 $558
학생 의료 보험에 들어야 하고, 첫 학비 지불시 이 의료비용 전액이 지불 (자세한 내용은 Medibank
Private 웹사이트를 참고하십
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사는 Medibank Private입니다.
시오)

홈스테이비
학기당 (semester) 최
칼리지에서 주선한 홈스테이비를 이용할 경우 주당 $275입니다. 방학
중에 홈스테이를 비울 경우에도 주당 $150의 홈스테이비를 지불해야 합 고 $7540 혹은 연간 최고
$15,080
니다.

홈스테이 알선비
$250

이 비용은 새로운 홈스테이를 알선해 줄때마다 칼리지에 지불해야 합니
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선택적 & 해당되는 경우)

YEAR 9 MELBOURNE TOUR 2016

버스비
등하교를 위해 킹즈 칼리지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학기당 (semester) $660
혹은 연간 $1320

캔버라 수학여행 (6학년 학생만)
모든 6학년 학생들은 호주 정부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캔버라 수학 여행을 가게 됩니다.

$960 (대략)

학기말 (semester) 행사(7-12학년만 해당)
매 학기말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유학생들은 특별 행사를 갖게
됩니다.
멜번 수학여행 (9학년 학생만)
모든 9학년 학생들은 호주 정부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멜번 수학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학기당 (semester) $60
혹은 연간 $120
$600 (대략)

연말 축하 행사 (12학년 학생만)
$120
12학년 디너 및 파티 (formal)
공항 픽업 서비스
공항 픽업 서비스는 요청시에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브 요청시 견적 제공
리스번이나 골드코스트 공항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
니다.

K ALEIDOSCOPE - 151

위에 제시된 학비는 연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비 인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의 인상분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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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진행과 규정
		
		
		
		
		
		

2017년도 중학교 과목

Refund Policy

ii.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되고,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비환불 비용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서면 통보가
10주 이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NB: 10주 이하의 서면 통지를 제출한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10주 또는 1개 텀 (그리고
기타 비환불 금액,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e) 제공업체가 등록을 취소한 경우의 환불:
다음의 이유로 학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학비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 만족스러운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i. 적절한 승인된 복지 및 숙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532). [해당되는 경우: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v. 학비 지불을 못한 경우.
		
v. KCC의 행동 및 윤리 강령 교칙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8.

중등과정의 모든 과정은 기독교 교육과 캠프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캠프는 학교 프로그램과
연관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학생들이 쉽게 킹스의 문화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NLLIA 나 IELTS 점수를 받기 전까지는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ESL(영어
보충수업)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7 & 8 학년 과목들
7학년과 8학년 (중학교)은 총 2년으로 이루어집니다. 2년에 걸쳐 공부하게 되는 공통 과목 이외에도,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별도로 ‘전문’ 과목도 공부하게 됩니다. 2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 모든 과목들을 수학하게
되고, 9학년에 좀더 심화학습을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과목 이외에도, 종교, 스포츠, 특별
클럽, 점심시간 하우스 시합, 학년별 캠프, 개인 노트북 프로그램, 연간 공연 프로그램, 커뮤너티 서비스 및 개인별
개발 등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요 (공통)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역사
수학 			
지리학
과학 			
체육
기독교학 		
언어 지원 (ESL) – 방과 후 칼리지 도서관에서 제공

학교의 사유
칼리지의 사유는 현재의 the ESOS Act 2000 및 ESOS regulations 2001 (개정판)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7학년과 8학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기당 순회되는 과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 디자인 & 테크놀로지
음악 			
미술				
연극
가정 경제학 		
비즈니스

a)
		
		

학교의 사정상 학기 시작일에 학기가 시작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애초
과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b)
		
		

학생이 과정을 시작한 이후, 학교의 사정상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제공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과정 중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c)
		
		

학교에서 대안적인 과정을 학생에게 마련하는 의무를 충족하거나 혹은 환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학비 보증 서비스 (Tuition Protection Service)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TPS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https://tps.gov.au/StaticContent/Get/StudentInformation을 참조하십시오.

9학년 교과목
모든 9학년 학생들의 주요 핵심 (공통) 과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기독교학
수학		
비즈니스
과학 		
9학년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개인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이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7 of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http://www.comlaw.gov.au/Details/
F2014L00907.
9.

Middle School Subjects 2017

9학년 선택과목

이 동의서 및 불평 및 항소 절차에도 불구하고,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학생들의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정의
a) 학비가 아닌 수수료 –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수료 (예.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홈스테이비, 교과서비, 교복, 버스비,
OSHC 비, ESL 비 등)
b) 학비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 (수업, 교재, ESL 수업료 등
c) 과정비 –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비와 그외 학비가 아닌 수수료를 합친 금액
d) 텀 (term) –약 10주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1학년당 		
4개의 텀이 있음.

A

B

C

역사
음악
댄스
연극
산업 기술
그래픽스

지리
시각 예술
가정경제
체육
테크놀로지
디지털 아트

일본어
디지털 아트
체육
그래픽
연극
테크놀로지학

4

e) 학기 (semester) : 1ro 학년의 반에 해당하고, 1개의 		
semester에 해당 (2개의 term)하고 약 20주 정도의 기간임.
NB. 비자 변경
학생이 자신의 비자를 변경한 경우 (예. 임시 비자 혹은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학생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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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니어 고등학교 과목 Senior secondary subjects 2017

환불 진행과 규정

Refund Policy

이 규정은 서명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10학년 과목들
u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수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 Theology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

이 규정은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학교측에 지불한 학비 (학교에 지불 목적으로 유학원에 지불된 학비 포함)에
적용됩니다.

u

과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목 안내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2.

학생 (혹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불된 모든 서비스 비용은 이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입학 신청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학비 지불 및 환불

10학년 과목
A

B

C

D

E

F

영어

수학

수학

화학

물리

생물

일반

전문

수학

법률

비지니스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학

가정경제

댄스

지리

일본어

a)
b)
c)
		
d)
		

시각예술

그래픽

음악

연극

5.

체육

영화 TV

레크리에이션학

과정 취소, 환불 신청 등에 대한 모든 통지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비자 거절로 인한 학생 사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산업 기술

*디지털 아트

방법

학비는 등록 당시에 제공된 인보이스와 현재 학비 안내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학비의 개별 항목은 칼리지와의 서면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NC Standard 3.1.b에 따라]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 환불 역시 학비가 지불된 동일한
통화로 지불될 것입니다.
환불은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단,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환불을 지불해 달라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a)
		
		
		

학생이 받은 비자 거절 서류을 제출하고 (혹은 이민성과 비자 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과정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정해진 날짜에, 혹은 그 이전에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서면으로 학생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학교가 받은 총 금액에서 다음을 제한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 학교가 받은총 금액의 5% 혹은
• AUD $500
b) 비자가 거절된 학생이 과정이 시작된 이후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미 받은 수업에 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수업료*만 청구날로부터 4주내에 환불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환불액의 계산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10조)
7.

학생 사유
이 항목에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지 4주 후에 지불될 것입니다.
a) 수업료가 아닌 학비:수업료가 아닌 학비*
수업료가 아닌 학비는 학생의 등록 기간에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서 환불될 것입니다. 단, 환불 불가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취소 통지 없이 정해진 날짜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서면 취소 통지 없이 동의된 시작일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받은 학비 중 1개 텀에 대한
학비를 제할 것입니다.
c) 취소 통지하고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주 이상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행정비 $600 또는 기타 비환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i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
주 이하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학비의 70%를 환불할 것입니다.

d) 학사 일정 시작 후의 환불:
		
		

i. 최고 1학기까지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은 학기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한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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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조건 Enrolment conditions

2017년도 시니어 고등학교 과목 Senior secondary subjects 2017

학비 (cont)

11 & 12학년 교과목

14.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은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학생들이 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칼리지 안내서와 납입 안내서에 제시된대로, 		
학생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학비에 관한 비용 납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16.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한 학기 (term) 전 (즉 학교를 떠나기로 계획한 텀의 최소 첫째날 이전에)에 반드시
이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만약 한 텀 이전에 알려주지 않았을 시에는 한 텀 비용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서면 작성서는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u
u
u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수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 Theology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OP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QCAA에 등록된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 표시된 과목은 OP과목이
아닙니다.
과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목 안내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17. 학교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 비용은 모두 학부모가 납부해야 합니다.

11학년 과목

교육 과정과 학풍에 대한 지원

A

B

C

D

E

F

18. 학부모 및 보호자는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 책자 상의 교육에 대해 동의하며 학생들이 학교의
과제나 수업, 교복, 교칙 등 학교장이나 학교의 교직원에 의해 지시된 사안들에 대하여 잘 이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영어

수학 A

수학 C

화학

물리

생물

수학 B

법률학 물리

비즈니스 경영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

19. 학교는 학생의 소지품의 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정 경제

댄스

지리

일본어

20. 학생은 학교의 허락 없이 결석을 할 수 없으며, 학교 허락 없이 결석 시 학업 평가에 대한 학점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각 예술

그래픽

음악

연극

21. 재학 학생이 캠프, 소풍, 직업 경험 등 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정성적인 교과 과정과 스포츠, 기타 여가 활동

체육

영화 TV

티크놀로지 학

* 산업 기술

* 디지털 아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영어 커뮤니케
이션

* 취업 준비용 수학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2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위의 항목에 해당되자 않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 학교 버스나 대중교통 혹은
학교에 의해 선택된 일반 교통 수단을 이용한 학생들의 여행에 부모님들이 동의합니다.

* 비즈니스학

12학년 과목

23.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교의 품행에 대한 규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생은 교내나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A

B

C

D

E

F

영어

수학 A

수학 C

화학

물리

생물

수학 B

법학

비지니스 경영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

25. 학교 시작 전, 반드시 학생의 숙소와 복지에 대해 칼리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친척과 거주할 경우, 승인은
DIBP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정 경제

현대 역사

지릭

일본어

26. 학교에서 관리하는 홈스테이에 학생이 머무를 경우에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학기당 혹은 		
일년치를 칼리지에 선납해야 합니다

시각 예술

댄스

음악

연극

체육

그래픽

영화 TV

테크놀로지학

*비즈니스 학

*산업 기술

* 디지털 아트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행동은 칼리지의 문화와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24. 학부모와/혹은 보호자는 학생이 여기에 제시된 학교 입학 조건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및 가족과 거주

27. 칼리지의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재학생들은 홈스테이를 변경할 경우 칼리지의 승인읋 얻어야 합니다.

* 영어 커뮤니케
이션

*취업 대비용 수학

28. 학생은 학교에 등록 기간 동안 홈스테이 부모 혹은 친척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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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프로그램 Homestay program
홈스테이는 가장 인기있는 숙박 형태입니다.
홈스테이는 호주 가정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전형적인 호주 가정의 안락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서에 홈스테를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 킹즈
칼리지는 적절한 홈스테이를 주선해 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모든 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반드시 동의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주선하는 경우 홈스테이 배정 비용 $2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학 등록의 조건의 일환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칼리지에서 주선하는 홈스테이에서 거주, 혹은
2)		DIBP에서 승인한 가까운 친척집에서 거주
칼리지가 주선하는 홈스테이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안내 (페이지 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비는 1학기 혹은 일년치씩 선불로 칼리지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홈스테이에서 생활할 때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거나
점심도시락을 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 청소나 식사 후 설거지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킹스의 모든 홈스테이 가정은 칼리지 홈스테이 직원의
세심한 검토에 의해 선별되며, 모두 정부의 홈스테이에
관한 규정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의 안위가 최우선이기에, 국제학생들이
킹즈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동안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2월과 1월 중 두 달 동안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초에
학교의 Homestay Officer 직원의 허락을 받아 방학 중
거취 장소를 반드시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Homestay Officer 직원이 주선하는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국제학생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루 세끼 식사
•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활동
•		학교 과제와 태도에 대한 관찰과 학교지도
•		학교의 요구사항의 일환으로서 학생 수첩에 매일
		사인하기
•		방과 후 활동이나 정학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와의 정기적인 연락

•		옷이나 학교 교복의 세탁과 다림질(고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다림질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옷 수선(헤진 옷단, 옷에 난
		작은 구멍 등 )
•		난방/ 냉방 제공
•		부모가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과 보살핌, 걱정이나
		훈계, 그리고 지도
•		특히 주말 같은 경우, 학생의 외출이나 활동에 대한
		지도
•		만약 가족이 외식을 할 경우, 식사 비용은 홈스테이
		쪽에서 합니다.
•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가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		교통편을 요청 받았을 경우, 만약 필요하고 합당한
		곳이라면 제공합니다.
•		학생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연속해서 결석을 할 경우,학교 홈스테이 담당
		선생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		홈스테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의 수는
		한번에 최대 두 명입니다.
칼리지에서 주선한 홈스테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반드시 칼리지의 홈스테이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2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의
홈스테이 담당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사갈 수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은 호주달러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출간
당시 정확한 내용입니다. 킹즈 칼리지는 별도의 통보
없이 비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아플 경우, 학교에 전화로 학생의 결석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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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입학 조건 Enrolment conditions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들님들은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에서의 학업 오퍼를 수락할때, 아래의 입학 조건들에 대하여
동의하게 됩니다.

등록

HIGH SCHOOL MUSICAL 2016

1.

입학 전까지 학교장과의 면접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2.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학교에 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칼리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학생의 응급 상황 시 지정된 학부모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학생의 병과 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병원비, 앰블런스 비용과 같은 모든 비용을 책임지지는 않으며 또한 학교 		
간호직원, 의사 등 의료인의 치료에 대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의 사진 혹은 신상명세를 학교를 알리는 출판물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5.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교에 제공한 자녀의 신상명세에 대해 ESOS Act 2000 and National Code of
Practice(51.1)에 의거해 Commonwealth and state agencies and the Fund manager of the ESOS
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

학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가 다른 주소로 이사가야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7.

학교의 보호 책임하에 있는 유학생들은 학교의 승인 없이 호주 국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의 취소
8.

학교 입학 후 학생의 비자 상태 혹은 등록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학교는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비 환불은 없습니다.

9.

칼리지에서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학교에서 주 이민성에 학생의 비자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비자
10. 학생들은 반드시 여권과 등록 기간 동안 학생비자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11. 학생 비자를 소지 한 학생들은 반드시 출석률 80% 이상과 만족할 만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12. 학생은 호주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비
13. 호주 이민성의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전 혹은 등록 시에
견적에 제시한 대로, 1년 치의 학비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학비는 호주 통화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학생
경우 학비는 학기 혹은 1년치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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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조건 Enrolment conditions

2017년도 시니어 고등학교 과목 Senior secondary subjects 2017

학비 (cont)

11 & 12학년 교과목

14.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은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학생들이 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칼리지 안내서와 납입 안내서에 제시된대로, 		
학생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학비에 관한 비용 납부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16.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한 학기 (term) 전 (즉 학교를 떠나기로 계획한 텀의 최소 첫째날 이전에)에 반드시
이 사실을 학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만약 한 텀 이전에 알려주지 않았을 시에는 한 텀 비용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서면 작성서는 학교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u
u
u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수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 Theology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OP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QCAA에 등록된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 표시된 과목은 OP과목이
아닙니다.
과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목 안내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17. 학교에 대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 비용은 모두 학부모가 납부해야 합니다.

11학년 과목

교육 과정과 학풍에 대한 지원

A

B

C

D

E

F

18. 학부모 및 보호자는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 책자 상의 교육에 대해 동의하며 학생들이 학교의
과제나 수업, 교복, 교칙 등 학교장이나 학교의 교직원에 의해 지시된 사안들에 대하여 잘 이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영어

수학 A

수학 C

화학

물리

생물

수학 B

법률학 물리

비즈니스 경영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

19. 학교는 학생의 소지품의 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정 경제

댄스

지리

일본어

20. 학생은 학교의 허락 없이 결석을 할 수 없으며, 학교 허락 없이 결석 시 학업 평가에 대한 학점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각 예술

그래픽

음악

연극

21. 재학 학생이 캠프, 소풍, 직업 경험 등 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정성적인 교과 과정과 스포츠, 기타 여가 활동

체육

영화 TV

티크놀로지 학

* 산업 기술

* 디지털 아트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영어 커뮤니케
이션

* 취업 준비용 수학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2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위의 항목에 해당되자 않는 긴급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 학교 버스나 대중교통 혹은
학교에 의해 선택된 일반 교통 수단을 이용한 학생들의 여행에 부모님들이 동의합니다.

* 비즈니스학

12학년 과목

23.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교의 품행에 대한 규정을 지원해야 하며 학생은 교내나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A

B

C

D

E

F

영어

수학 A

수학 C

화학

물리

생물

수학 B

법학

비지니스 경영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

25. 학교 시작 전, 반드시 학생의 숙소와 복지에 대해 칼리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친척과 거주할 경우, 승인은
DIBP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가정 경제

현대 역사

지릭

일본어

26. 학교에서 관리하는 홈스테이에 학생이 머무를 경우에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학기당 혹은 		
일년치를 칼리지에 선납해야 합니다

시각 예술

댄스

음악

연극

체육

그래픽

영화 TV

테크놀로지학

*비즈니스 학

*산업 기술

* 디지털 아트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행동은 칼리지의 문화와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24. 학부모와/혹은 보호자는 학생이 여기에 제시된 학교 입학 조건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및 가족과 거주

27. 칼리지의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재학생들은 홈스테이를 변경할 경우 칼리지의 승인읋 얻어야 합니다.

* 영어 커뮤니케
이션

*취업 대비용 수학

28. 학생은 학교에 등록 기간 동안 홈스테이 부모 혹은 친척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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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인사말 From the principal
부모님, 학생 여러분께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영어권 혹은 비 영어권 모든 국제학생들에게 완벽한 교육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는 호주 인들과 다른 민족, 특히 아시아인들 사
이의 문화적 친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12개국 이상 여러 국가로부터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우리 학교는 리디 크릭 및 핌파마 캠퍼스에서 Prep(5세) 부터 12학년(17~19세)
까지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의 영어 실력이 칼리지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기에 충분해지면, 저희는 영어 지원
프로그램(ESL)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국제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호주 학생들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하여 각 학년마
다 해당 나라에 대하여 입학 할 수 있는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재학생들 관리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이념 아래, 기술, 음악,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기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12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퀸스랜드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학교 중
의 하나로 뽑힙니다.
킹스는 퀸스랜드 주의 수도인 브리즈번의 여러 대학교 및 골드코스트의 대학들과 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
은 학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학위를 제공합니다. 킹스는 학생들에게 대학교를 선택과 학과의 입학 조건에 대한 조
언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서비스 외에 기독교 가정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숙박을 알선해 주며, 또한 학생들의 새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는 국제학생 장학금, 공항 픽업, 영어 코스, 정부 승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리
큘럼,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동봉된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내서에 명시된 전화, 혹은 이메일
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r. Rees Davis - BSc, DipEd, BEd, MEd
학교장

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자원봉사자:
칼리지는 칼리지의 행사나 기타 관련 행사들 (동문회 및 학부모 단체 등)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정보도
수집해서 칼리지와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케팅:
칼리지에서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수준높은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케팅을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학부모, 직원 및 계약업자 및 칼리지 커뮤너티의 기타 개인들은 칼리지의 기부금 행사 및 기타
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칼리지 출판물 (소식지및 잡지)에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칼리지는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합니까?
칼리지는 개인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 포함)을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
• 정부 부처;
• 의료진;
• 칼리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 (즉, 특수 과목 방문 교사, 카운셀러 및 스포츠 코치 등)
• 칼리지 출판물 (소식지 및 잡지) 수신인들;
• 학부모;
• 칼리지가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동의한 모든 개인들; 그리고
• 법에 따라 칼리지가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해외로 개인 정보를 보내야 할 경우:
칼리지는 해외로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가 아닌 외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거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 등입니다. 하지만, 칼리지는 다음
이 없이는 개인 정보를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의 동의서 (일부 경우 이러한 동의는 암시적일 수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혹은 기타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칼리지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룹니까?
‘민감한 정보’란 개인의 인종 및 소수민족 배경, 정치적 의견, 종교, 노조 혹은 전문단체 가입 여부, 철학적 견해, 성적
취향, 범죄 기록 및 개인의 의료 및 생체 기록에 관련된 개인 정보입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는 여러분이 동의한대로,
혹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보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 혹은 그 일차적인 목적에 직접 관련된 이차 목적으로
만 이용되고 공개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관리 및 보안
칼리지 직원들은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 정보의 기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 칼리지는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오용되거나, 침해 및 손실되거나, 수정 및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서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금 장치가 부착된 금고에 서류 기록 보관 및 컴퓨터에 보관
된 기록의 경우 비밀번호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 열람 및 수정
연방 정부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해당 개인은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권리와 부정확하
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칼리지에 알릴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부모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급 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Parent Lounge라고 불리
는 비밀번호로 보안이 유지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제공되는 개별 Username / Password를 가지고 해당 가족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수정과 업데이트는 Parent Lounge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 정보가 Parent Lounge에서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칼리지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의 신분 증명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열람하고자 하는 특정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의 신청과 요청한 정보의 파악,
검색, 확인 및 복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관련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는 정보가 방대할 경우, 칼리
지는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알려드릴 것입니다. 칼리지가 그러한 정보의 열람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칼리지는 정보 열람 신청 거부의 이유가 담긴 서면 통지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의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 및 권리
칼리지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리지는 학생의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요청
및 통지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칼리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제공한 동의를 해당 학생의 동의로
간주하며, 학부모에게 보낸 통지는 해당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학부모는 칼리지가 보
관하는 있는 자녀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칼리지에 요청하거나, Parent Lounge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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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진행과 규정
		
		
		
		
		
		

2017년도 중학교 과목

Refund Policy

ii.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1학기 이상의 학비가 미리 지불되고,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비환불 비용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서면 통보가
10주 이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NB: 10주 이하의 서면 통지를 제출한 경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학비에서 10주 또는 1개 텀 (그리고
기타 비환불 금액,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의료 보험료 등)을 제하고 환불할 것입니다.

e) 제공업체가 등록을 취소한 경우의 환불:
다음의 이유로 학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학비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 만족스러운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202).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ii. 적절한 승인된 복지 및 숙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비자 조건 8532). [해당되는 경우:
		
KCC의 과정, 학업 및 출석 교칙 참조.
		
iv. 학비 지불을 못한 경우.
		
v. KCC의 행동 및 윤리 강령 교칙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8.

중등과정의 모든 과정은 기독교 교육과 캠프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캠프는 학교 프로그램과
연관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학생들이 쉽게 킹스의 문화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NLLIA 나 IELTS 점수를 받기 전까지는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ESL(영어
보충수업)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7 & 8 학년 과목들
7학년과 8학년 (중학교)은 총 2년으로 이루어집니다. 2년에 걸쳐 공부하게 되는 공통 과목 이외에도,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별도로 ‘전문’ 과목도 공부하게 됩니다. 2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 모든 과목들을 수학하게
되고, 9학년에 좀더 심화학습을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과목 이외에도, 종교, 스포츠, 특별
클럽, 점심시간 하우스 시합, 학년별 캠프, 개인 노트북 프로그램, 연간 공연 프로그램, 커뮤너티 서비스 및 개인별
개발 등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요 (공통)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역사
수학 			
지리학
과학 			
체육
기독교학 		
언어 지원 (ESL) – 방과 후 칼리지 도서관에서 제공

학교의 사유
칼리지의 사유는 현재의 the ESOS Act 2000 및 ESOS regulations 2001 (개정판)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7학년과 8학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기당 순회되는 과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 디자인 & 테크놀로지
음악 			
미술				
연극
가정 경제학 		
비즈니스

a)
		
		

학교의 사정상 학기 시작일에 학기가 시작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애초
과정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b)
		
		

학생이 과정을 시작한 이후, 학교의 사정상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제공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과정에 학생이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요되지 않은 학비* 전액이 과정 중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c)
		
		

학교에서 대안적인 과정을 학생에게 마련하는 의무를 충족하거나 혹은 환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학비 보증 서비스 (Tuition Protection Service)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TPS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https://tps.gov.au/StaticContent/Get/StudentInformation을 참조하십시오.

9학년 교과목
모든 9학년 학생들의 주요 핵심 (공통) 과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기독교학
수학		
비즈니스
과학 		
9학년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개인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이 경우 지불되어야 하는 환불액의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7 of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http://www.comlaw.gov.au/Details/
F2014L00907.
9.

Middle School Subjects 2017

9학년 선택과목

이 동의서 및 불평 및 항소 절차에도 불구하고, 호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학생들의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정의
a) 학비가 아닌 수수료 –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수수료 (예. 신청비, 		
홈스테이 알선비, 홈스테이비, 교과서비, 교복, 버스비,
OSHC 비, ESL 비 등)
b) 학비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의 제공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 (수업, 교재, ESL 수업료 등
c) 과정비 –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비와 그외 학비가 아닌 수수료를 합친 금액
d) 텀 (term) –약 10주에 해당되는 기간으로서, 1학년당 		
4개의 텀이 있음.

A

B

C

역사
음악
댄스
연극
산업 기술
그래픽스

지리
시각 예술
가정경제
체육
테크놀로지
디지털 아트

일본어
디지털 아트
체육
그래픽
연극
테크놀로지학

4

e) 학기 (semester) : 1ro 학년의 반에 해당하고, 1개의 		
semester에 해당 (2개의 term)하고 약 20주 정도의 기간임.
NB. 비자 변경
학생이 자신의 비자를 변경한 경우 (예. 임시 비자 혹은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학생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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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비 Fee Schedule 2017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 해당되는 경우)
클럽타스틱스 & 퓨전 (Clubtastics & Fusion)
클럽타스틱스 (초등학교) 및 퓨젼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캠핑, 체스, 승
마 및 기타 학교 활동 등이 학기 중에 제공됩니다. 최고 $300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YEAR 9 CAMP - MELBOURNE TOUR

혹은 연간 $300

Queensland Curriculum & Assessment Authority 수수료
(11& 12학년만)

연간 $423.40
QCAA 수수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을 원하는 11학년과 12학년
(11 & 12학년만)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학생의 성적을 처리하고, 결과를
정리하고, QCAA 증명서를 준비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교복
모든 교복은 칼리지의 교복 숍 (Uniform Shop)에서 구입가능합니다 (단 초등 (프렙- 6학년) 약 $700
신발 제외). 현금 및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가격에는 GST가 중등 (7-9학년) 약 $1000
시니어 (10-12학년) 약 $1100
포함됩니다. 이 가격은 첫 교복에만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메디뱅크 프라이빗)
호주법의 규정대로, 킹즈 칼리지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국제학생은 국제 1년/12개월 $558
학생 의료 보험에 들어야 하고, 첫 학비 지불시 이 의료비용 전액이 지불 (자세한 내용은 Medibank
Private 웹사이트를 참고하십
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사는 Medibank Private입니다.
시오)

홈스테이비
학기당 (semester) 최
칼리지에서 주선한 홈스테이비를 이용할 경우 주당 $275입니다. 방학
중에 홈스테이를 비울 경우에도 주당 $150의 홈스테이비를 지불해야 합 고 $7540 혹은 연간 최고
$15,080
니다.

홈스테이 알선비
$250

이 비용은 새로운 홈스테이를 알선해 줄때마다 칼리지에 지불해야 합니
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선택적 & 해당되는 경우)

YEAR 9 MELBOURNE TOUR 2016

버스비
등하교를 위해 킹즈 칼리지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학기당 (semester) $660
혹은 연간 $1320

캔버라 수학여행 (6학년 학생만)
모든 6학년 학생들은 호주 정부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캔버라 수학 여행을 가게 됩니다.

$960 (대략)

학기말 (semester) 행사(7-12학년만 해당)
매 학기말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유학생들은 특별 행사를 갖게
됩니다.
멜번 수학여행 (9학년 학생만)
모든 9학년 학생들은 호주 정부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멜번 수학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학기당 (semester) $60
혹은 연간 $120
$600 (대략)

연말 축하 행사 (12학년 학생만)
$120
12학년 디너 및 파티 (formal)
공항 픽업 서비스
공항 픽업 서비스는 요청시에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브 요청시 견적 제공
리스번이나 골드코스트 공항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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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및 항소 규정

Complaints & Appeals Policy

2017학년도 학비 Fee Schedule 2017

이 규정은 서명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후 7일 내에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1.

a)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 (KCC로 지칭)의 불평 및 항소 규정의 목적인 분쟁이나 불평이 발생한 경우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를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b) 내부적인 불평 및 항소 절차는 타협이 원칙이며,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불평

2.

a) 학생들간의 분쟁은 학교의 학생 행동 규정/행동 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학비

학기당 Per Semester

1년 Per Year

초등 예비 (Prep) - 3학년
초증 4-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

$9375
$9500
$9800
$9800

$18750
$18460
$19600
$19600

비형식적인 불평 해결

a)
b)
c)
		
		
		
4.

학비 TUITION FEES

목적

우선,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는 불평 조정/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합니다.
학생들은 우선 클래스 교사 (class teacher), 파스토랄 케어 교사, 또는 유학생 등록직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장 혹은 교장 대리인에게 문제 해결이 이전되고 킹즈 크리스챤
칼리지의 내부 공식 불평 및 항소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다루어집니다. 홈스테이 문제의 경우, 홈스테이
코오디네이터와 상담하고, 초등학교의 학업에 대한 문제는 클래스 교사나 학년 주임과 상담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Dean of Studies와 상담합니다. 행동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 클래스 교사와 		
고등학교의 경우 Dean of Studies와 상담합니다.

공식 불평 처리 절차

a) 이 절차는 기밀성 절차로서, 모든 불평 및 항소는 해당 당사자는 물론 불평 혹은 항소에 관여하는 담당자 간에
		 다루어집니다.
b) 학생은 불평 및 항소의 성격과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학교에 통지해야 합니다.
c) 서면 불평 및 항소는 교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d) 불만족스러운 출석율, 불만족스러운 학업 발달 및 정학 및 퇴학에 대해 학생이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지 20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로 서면 항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 불평 및 항소 절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 모든 불평 신청자는 교장 및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g) 학생 및/혹은 칼리지는 모든 해당 미팅에 보조 지원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h) 공식 불평 처리 절차는 교장 및 그 대리인에게 불평 혹은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정상 영업 10일
		 내에 개시됩니다.
i) 불평 및 항소건에 대해 교장 및 교장 대리인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학생에게 결과 및 결과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고, 통지서 사본은 학생의 파일에 함께 보관됩니다.
j)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평 절차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KCC는 즉시 결정에 따른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고, 학생에게 그러한 시정 및 예방 사항을 통보합니다.
k) KCC는 정상 영업 20일 내에 모든 불평 및 항소 절차를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l) 항소 절차 기간 동안, 학생의 등록 및 출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외부적 항소 절차
a) 불평 절차의 방식이나 결과에 대해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면, 결정이 내리진 이후 2주 내에 무료로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외부 기관에 항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KCC가 내린 결정 혹은 조치에 대해 외부 기관을 통해 불평 및 항소를 의뢰하기를 원한다면,
		 무료로 Overseas Students Ombudsman (유학생 옴부즈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옴부즈먼은 유학생을
		 상대로 무료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www.oso.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 1300
		 362 072번을 이용하십시오.
6. 기타 법적 문제
a) KCC의 불평 및 항소 규정에서는 유학생이 다른 법적 조치를 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7. 정의
a) 정상 영업일 –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b) 학생 – KCC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
c) 보조 지원자 – 예를 들어, 해당 불평 및 항소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친구/교사/친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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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안내
교재 및 기타 물품비:
교재 및 물품비는 위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캠프, 학용품, 교과서 대여, 책, 물품함 대여, 학생증,
테크놀로지비 (5학년-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포함), 모든 과목에 대한 수학 여행 및 교통편이 포함됩니다. 6학
년의 캔버라 수학여행과 9학년의 멜번 수학여행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형제자매 할인
한 가족에서 두명 이상의 자녀가 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할인이 제공되며 이 할인은 2번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이
할인액은 개별 학생들의 학비 통지서에 제시됩니다

학비의 지불
학비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송금 – 입학 통지서에 송금 방법 안내.
• 직접 지불 – 현금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킹즈 칼리지의 사무실에서 직접 지불도 가능.
•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이체 – 호주에 거주 중인 경우에 가능함.

2017년 학비 지불 마감일
1학기 (Semester 1) 학비는 2017년 1월 13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2학기 (Semester 2) 학비는 2017년 7월 3일 금요
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전학 및 등록 취소의 경우
칼리지에서 전학을 가거나, 등록을 취소할 경우, 1학기 (1 term)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미리 학교에 통보하셔야 합니
다.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학기 (1 term)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학 조건 및 환불 규정
이 안내서에 나온 킹즈 칼리지의 입학 및 환불 조건을 반드시 읽어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 해당되는 경우)
입학신청 비용 - $200
모든 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200의 신청비를 내야 합니다. 이 $200 (입학시)
것이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 비용에는 영어 시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입학 신청 시 영어 시험 일정이 예약됩니다.

ESL비
ESL에 대한 필요 여부는 킹즈 칼리지에서 실시되는 입학전 영어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지원 수
학기당
업 (ESL)을 참고하십시오
$1925
예비 (Prep) (주당 4번 수업)
$1430
초등학교 1-6학년 (주당 3번 수업)
고등학교 7-12학년 (주당 최대 3시간)

연간
$3850
$2860

위에 제시된 학비는 연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비 인상이 있을 경우, 해당 학기의 인상분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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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지원 프로그램 English language support classes (ESL)

CLUBTASTICS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호주 정규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공부(ELICOS*)를 해야만 합니다. 골드코스트에는
평판이 좋은 영어학교들이 있고 학생들에게 영어공부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정규 수업을 받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킹스는
ESL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 안과 밖에서 유학생들에게 개인지도를
제공합니다.
킹스 NLLIA*의 점수 산정에 기초한 시험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레벨인0 (매우 제한적이거나 영어가 전혀 안되는
경우)에서 제일 높은 레벨인 7(영어의 4가지 영역에서 모두 우수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 따른 평가와 NLLIA* 점수를
바탕으로 한 각 학년에 대한 직접 입학에 따른 영어 점수 는 아래와
같습니다.
Years 1-7 NLLIA Level 3/4 (IELTS* 4)
Year 8
NLLIA Level 3.5/4 (IELTS* 4/4.5)
Year 9
NLLIA Level 3.5/4 (IELTS* 4/4.5)
Year 10 NLLIA Level 4
(IELTS* 5)
Year 11 NLLIA Level 4.5/5 (IELTS* 5)
Year 12 NLLIA Level 5
(IELTS* 5.5/6)
킹즈 칼리지에 입학하게 되면, 학교 구조 내에서 보다 자세한 평가
시스템은 NLLIA*의 등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하위는 0위이고
최상위는 7위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모든 부분에서
NLLIA 레벨 5/6의 수준에 도달했다면, ESL*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학교에서 제공하는 ESL*프로그램을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렙학년 학생들은 주 4회 ESL 수업을 받고 1학년부터 6학년의
학생은 주 3회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비록, ESL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영어 실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영어실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과외 교습을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ESL*프로그램을 해야 하고 관련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니어 학년에 가서도 모든 정규 영어 과목에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고/또는 NLLIA 레벨이 5-6이 될 때까지
ESL* 을 선택해야 합니다 ESL은 방과후 칼리지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니어 학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ESL 지원은 모든 과목의
과제물 초안 작성에도 제공됩니다. 튜터 교사 (지도 교사)는
일년내내 방과후와 점심시간 중에 과제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 칼리지의 영어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종합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약어 안내

ELICOS:
ESL:
NLLIA:
IELTS:

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 for Overseas Student (유학생들을 위한 집중 영어 연수 과정)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언어로서의 영어)
National Language Learning Institute of Australia (호주 전국 언어 교육 협회)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cheme (국제 영어 테스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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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강령

Code of practice

학기 일정 Term dates 2017

교육 기준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이하 ‘킹스’라고 함) 정규 과정 참가자들의 복지와 흥미를 잘 이끌어가고, 또한 마케팅과 정규
과정들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행안들을 채택해 왔습니다.

마케팅

ONE

학기

시작일

공휴일

종료일

Term

First Day

Public Holidays

Last Day

프렙 - 7학년
신입학생 8-12학년
1월 24일 (화요일)

킹스는 정직, 정확, 전문성으로 각 교과 과정들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
중학교 8-12학년
1월 25일 (수요일)

학생 정보

1월 26일 (목요일)
Australia Day

3월 31일 금요일)

4월 14일 (금요일)
Good Friday (방학 중)
4월 17일 (월요일)
Easter Monday (방학 중)

모든 킹스 학생들은 코스 시작 전에, 학교 규약과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정확하고 연관성이 있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

입학 절차 및 평가 기준

•

환불 정책

•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비용

•

KCC 캠퍼스의 부대 시설 및 장비

TWO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월요일)
ANZAC Day

6월 16일 (금요일)

5월 1일 (월요일)
Labour Day
THREE

7월 11일 (화요일)

9월 1일 (금요일)
Gold Coast Show Day

9월 14일 (목요일)

FOUR

10월 3일 (화요일)

10월 2일 (월요일)
Queen’s Birthday

12학년
11월 17일 (금요일)

12월 25일 (월요일)
Christmas Day
(방학 중)

프렙 - 11학년
11월 24일 (금요일)

모집
학생 모집은 커리큘럼의 요구 사항들과 함께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비용과 환불
킹스는 학생들이 납부한 비용을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며, 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규정 Act 1991 (Registration
of Providers Financial Regulation)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하고 정당한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불 절차와
원칙은 16페이지 참조.

12월 26일 (화요일)
Boxing Day(방학 중)

불만 및 항소 절차
학교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어떠한 불만이 있을 시, 유학생 담당 선생님에게 이를 우선 알려야만 합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그에 대한 편지를 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관리 위원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불만 및 항소 원칙은 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재 규약
등록된 교육 기관들이 이 시행 기준을 어기거나 관련된 요구 규정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교육 기관의 등록 허가를
취소합니다.
Mr. Rees Davis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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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조건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로 혼자서 입국할 경우, 학생비자와 함께 발급된 복지/숙박 승인 서류 (Welfare/
Accommodation approval -CAAW)에 기입된 날짜에 호주로 입국해야 합니다. 항공기 예약을 하기 전에 이 날짜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재학 중 호주 국내 여행
King’s College의 보호관리를 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칼리지의 허락 없이는 호주 국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자 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칼리지의 유학생 담당관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중 도착일과 출발일
방학 기간 중 본국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비행 출발 및 도착 일정은 칼리지 학사 일정에 맞도록 미리 예약합니다.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
모든 학생들은 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학교에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학사 일정은 칼리지 웹사이트,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입학 안내서 및 칼리지 과제물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학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학생이 학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 DIBP 규정에 따라, 칼리지는 그 사실을 DIBP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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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이 프라이버시 정책은 칼리지가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칼리지는
연방정부 프라이버시법 (Commonwealth Privacy Act)에 포함된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칼리지는 새로운 법과 테크놀로지, 칼리지의 운영 및 관행의 변경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이러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칼리지는 어떤 종류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합니까?
칼리지가 수집하고 보관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에는 다음 개인들에 대한 의료 및 기타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칼리지에서 학생의 재학 기간 전, 재학기간 중, 재학기간 이후의 학생들, 학부모 및/혹은 가디언들 (‘학부모’);
• 구직자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및 계약업자들; 그리고
• 칼리지와 접촉을 하게 되는 기타 개인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개인 정보:
칼리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작성한 서류, 직접 면담 및 인터뷰, 이메일 및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 정보
를 수집하게 됩니다. 일부 경우는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개인들을 통해 개인 정보가 수집되기도 합니다.
다른 개인들에 의해 제공된 개인 정보:
일부 경우, 칼리지는 의사나 다른 학교의 추천서 같이 제 3자를 통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기록에 관한 예외 규정: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은 직원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정책은
칼리지와 직원 간의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 관계에 관련된 직원 기록에 대한 칼리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칼리지는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칼리지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일차적인 목적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합당하게 기대하거나, 동의한 이차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칼리지의 개인 정보 수집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제공입니다.
여기에는 학생의 재학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와 칼리지의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칼리지가 이용하는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학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서신, 소식지 및 잡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 칼리지의 일상적인 운영;
• 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및 의료적 복지를 보살피기 위해;
• 칼리지에 대한 기부 및 마케팅의 목적; 및
• 칼리지의 법적 의무를 총족하고, 칼리지가 학생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칼리지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칼리지는 학생의 입학
이나 재학을 허용할 수 없거나, 특정 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개인 정보 수집의 일차 목적은 필요한 경
우 구직자, 직원 및 계약업자를 평가하고 (성공할 경
우) 고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 직원 및 계약
업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수집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필요한 경우, 개인의 고용이나 계약 관리의 목적;
• 보험의 목적;
• 칼리지에 개한 기부 및 마케팅의 목적; 및
• 아동 보호법 및 기타 칼리지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학 신청과 등록

Application & Enrolment

입학 신청 절차 Application process:

학비 안내 Summary of fees payable:

1단계 – 입학 신청서 작성
국제학생 입학 신청서를 작성할때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로 번역된 최근 학교
성적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8-9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 입학 신청서와 입학 신청 비 접수
작성하신 입학신청서를 입학 신청 비($200)과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학비Tuition Fees
수업료

학기당

연간

초등학교 – 프렙 - 3학년

$9375

$18750

초등학교 – 4 - 6학년

$9500

$18460

중학교 – 7-9학년

$9800

$19600

시니어 고등학교 – 10 - 12학년

$9800

$19600

1. 이메일 isr@kingscollege.qld.edu.au

2. 우편		 The Principal,
				 King’s Christian College,
				 Locked Bag 70,
				 Burleigh Post Office, QLD 4220, Australia
유학원을 통해 신청 시 작성하신 입학 신청서를 유학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단계 – 입학 승인 편지 발행
입학을 신청한 학년에 자리가 있고 입학 신청이 허락된
경우, , 오퍼레터가 신청학생에게 발급될 것입니다. 학교
오퍼레터에는 1년치 학비 견적서와 서면 동의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4단계 – 학비 납부
오퍼레터를 받았고, 이 오퍼를 수락하고자 할 경우, 서명한
서면 동의서를 보내고, 청구서에 나온 학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학비는 은행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시 반드시 어카운트 코드와 학생 이름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체 지불의 내용은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5단계 – 입학 허가서 발행
서면 동의서가 서명되고 학비 납부가 확인되면,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입학
허가서 (Electronic Confirmation of Enrolment – EcoE) 및
필요한 경우 복지/숙박 승인서 (CAAW)입니다. 이 서류들은
호주 이민성 (DIBP)에 온라인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단계 – 영어 시험
일단 입학 허가가 이루어지면, 입학 등록을 하기 전에
만족스러운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실력을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에 미리 ELICOS 과정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호주에 학생이 일단 도착한
후, 입학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 시험을 치기 위해 칼리지의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와 예약을 해야 합니다.
7단계 – 학교장과 인터뷰
킹즈 칼리지에서 입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반드시
교장과의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호주 도착 후 International Student
Registrar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8단계 – 홈스테이와 공항 마중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면, 칼리지에 호주 도착일과 시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적절한 홈스테이와
공항 픽업이 주선될 수 있습니다. 호주 입국일이 변경될 경우,
칼리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아래에 제시된 수업료 이외의 학비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료 이외의 학비에 대해서는 페이지 7-8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의무적)
신청비 (환불 불가)

$200

ESL비

프렙 – 연간 $3850 (최고)
초등 – 연간 $2860 (최고)

클럽타스틱스 & 퓨전 (Clubtastics & Fusion)

연간 $300 (최고)

QCAA 수수료 (11& 12학년만)
이것은 QCAA가 11학년과 12
학년의 유학생들에게 부가하는
Moderation 수수료 입니다

연간 $423.40

교복
모든 가격은 예상가격이며, 첫 교
복에만 해당됨.

프렙 $700
초등 $700
중등 $1000
시니어 $1100

의료보험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의무적

연간 $558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Medibank
Private 웹사이트를 확인

홈스테이비
제시된 비용은 연간 최고 한도
액임.

학기당 (semester) $7540 혹
은 연간 $15080

홈스테이 알선비
새로운 홈스테이를 알선해 줄때마
다 칼리지에 지불해야 함.

$250 (알선 때마다)

수업료 이외의 학비 (선택적)
버스비

연간 $1320

캔버라 수학여행 (6학년 학생만)

$960 (대략)

멜번 수학여행 (9학년 학생만)

$600 (대략)

학기말 (semester) 행사(7-12학
년만 해당)

$120

12학년 디너 & 파티 (formal)

$120

공항 픽업 서비스 (선택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

필요한 경우 견적 제공

모든 수업료가 아닌 학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페이지 8-9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이며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이 책자 발간 당시 정확합니다.킹즈 크리스찬 칼리지는 사전 통보 없이 학비를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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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니어 고등학교 과목 Senior secondary subjects 2017

환불 진행과 규정

Refund Policy

이 규정은 서명 동의서를 서명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학생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10학년 과목들
u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 수학과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Certificate III in Christian Ministry & Theology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

이 규정은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학교측에 지불한 학비 (학교에 지불 목적으로 유학원에 지불된 학비 포함)에
적용됩니다.

u

과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과목 안내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2.

학생 (혹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학부모/보호자)가 제3자에게 직접 지불된 모든 서비스 비용은 이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입학 신청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학비 지불 및 환불

10학년 과목
A

B

C

D

E

F

영어

수학

수학

화학

물리

생물

일반

전문

수학

법률

비지니스

정보 처리 &
테크놀로지

회계학

가정경제

댄스

지리

일본어

a)
b)
c)
		
d)
		

시각예술

그래픽

음악

연극

5.

체육

영화 TV

레크리에이션학

과정 취소, 환불 신청 등에 대한 모든 통지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장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6.

비자 거절로 인한 학생 사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산업 기술

*디지털 아트

방법

학비는 등록 당시에 제공된 인보이스와 현재 학비 안내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학비의 개별 항목은 칼리지와의 서면 동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NC Standard 3.1.b에 따라]
모든 학비는 호주 달러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 환불 역시 학비가 지불된 동일한
통화로 지불될 것입니다.
환불은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에게 지불될 것입니다. 단,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 환불을 지불해 달라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a)
		
		
		

학생이 받은 비자 거절 서류을 제출하고 (혹은 이민성과 비자 거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면) 과정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정해진 날짜에, 혹은 그 이전에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서면으로 학생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학교가 받은 총 금액에서 다음을 제한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 학교가 받은총 금액의 5% 혹은
• AUD $500
b) 비자가 거절된 학생이 과정이 시작된 이후 과정을 취소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미 받은 수업에 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수업료*만 청구날로부터 4주내에 환불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환불액의 계산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Calculation of Refund) Specification 2014 10조)
7.

학생 사유
이 항목에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지 4주 후에 지불될 것입니다.
a) 수업료가 아닌 학비:수업료가 아닌 학비*
수업료가 아닌 학비는 학생의 등록 기간에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서 환불될 것입니다. 단, 환불 불가한 금액을
이미 지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 취소 통지 없이 정해진 날짜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서면 취소 통지 없이 동의된 시작일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받은 학비 중 1개 텀에 대한
학비를 제할 것입니다.
c) 취소 통지하고 학사 일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주 이상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행정비 $600 또는 기타 비환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ii. 학교에서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으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학사 일정 시작 4
주 이하 전에 받았다면, 학교에서는 학비의 70%를 환불할 것입니다.

d) 학사 일정 시작 후의 환불:
		
		

i. 최고 1학기까지의 학비가 미리 지불된 경우: 학생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은 학기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학교에 통보한 경우,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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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정책

Privacy Act

이러한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 제공이 다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거
나 칼리지의 학생 보호 의무를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학생이 요청할 경우, 칼리지는 재량에 따라 학부모와는 무관하게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해당 학생이 열람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혹은 해당 학생이 자신의 개인 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를 스스로 제공하
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고 /혹은 해당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이
허용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문의 및 불평 접수
칼리지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칼리지의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칼리지가 호주
프라이버시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불평을 해야 할 경우, 칼리지 교장에게 연락해 주십시
오. 칼리지는 그러한 불평 내용을 조사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가 가능하게 신속히 종결되는 대로 그에 따른 결정과
결과를 여러분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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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RTS
입학 조건 Enrolment conditions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들님들은 킹스 크리스챤 칼리지에서의 학업 오퍼를 수락할때, 아래의 입학 조건들에 대하여
동의하게 됩니다.

등록

HIGH SCHOOL MUSICAL 2016

1.

입학 전까지 학교장과의 면접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2.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학교에 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칼리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학생의 응급 상황 시 지정된 학부모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학생의 병과 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병원비, 앰블런스 비용과 같은 모든 비용을 책임지지는 않으며 또한 학교 		
간호직원, 의사 등 의료인의 치료에 대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의 사진 혹은 신상명세를 학교를 알리는 출판물에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합니다.

5.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교에 제공한 자녀의 신상명세에 대해 ESOS Act 2000 and National Code of
Practice(51.1)에 의거해 Commonwealth and state agencies and the Fund manager of the ESOS
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

학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가 다른 주소로 이사가야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7.

학교의 보호 책임하에 있는 유학생들은 학교의 승인 없이 호주 국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의 취소
8.

학교 입학 후 학생의 비자 상태 혹은 등록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학교는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비 환불은 없습니다.

9.

칼리지에서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학교에서 주 이민성에 학생의 비자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비자
10. 학생들은 반드시 여권과 등록 기간 동안 학생비자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11. 학생 비자를 소지 한 학생들은 반드시 출석률 80% 이상과 만족할 만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12. 학생은 호주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학비
13. 호주 이민성의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전 혹은 등록 시에
견적에 제시한 대로, 1년 치의 학비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학비는 호주 통화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학생
경우 학비는 학기 혹은 1년치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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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Christian College
유학생 안내문의 한국어 번역 2017
Korea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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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ACN:

010 547 994

ABN :

84 010 547 994

p

한국어판 King’s Christian College - International Student Prospectus 2017

CRICOS PROVIDER 00341A
한국어판 King’s Christian College - International Student Prospectus 2017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