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GOVERNMENT SCHOOLS

학생과 성인 그룹를 위한 STUDY TOURS
FOR STUDENT AND ADULT GROUPS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있는 공립학교들은 Study Tour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
외 참가자들에게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환영
을 받고 학교와 커뮤니티의 일환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NSW주 공립학교는 호주내 최고의 교육

Study Tour는 해외 유학생과 성인 그룹에게 공립학교 방문, 수업 참관, 주최 학교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학외 학습 활동과 특별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가장 멋진 자연과 문화 관광지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성인 그룹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Study Tour는
개별적인 그룹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정가능 합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STUDY TOURS
Study Tour를 통해서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호주
문화과 호주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참가하는 학생
들의 교육 활동, 호주 문화와 사회 체험 그리고 관광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그룹에 학생 10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프로 그램 기간은
반나절에서 10주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는 호주에서

날씨는 온난하며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그룹에 학생 10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
어, 프로 그램 기간은 반나절에서 10주입니다.
Study Tour는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숙소
홈스테이는 해외 학생들이 호주인 가정과 함께 생활하며 그
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숙소 신청시 홈
스테이를 요청하실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홈스테이를 제공
합니다.

•

시드니 또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 타기역에 위치한 공립학
교 방문

•

호주인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 받기

•

영어 수업 참여

Study Tour 에어전트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숙소 선택이 가
능합니다.

•

호주 학교내 ‘Buddy’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내 친구 사
귀기

STUDY TOUR 예약 절차

•

호주인 가정과 함께 생활

•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장소, 멋진 국립 공원과 해안가
방문

성인들을 위한 STUDY TOURS

모든 예약은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부에 공식으로 등록되
어 있는 Study Tour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능 하며, 등록
된 에이전트는 저희 Study Tours 웹사이트 –
www.studytours.nsw.edu.au 에서 확인 하실 수 있
습니다.

성인들의 Study Tour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공립 교
육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국제 교육자, 학교장, 교사, 정부 관계
자 그리고 기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비용은 개별적인 Study Tour 그룹의 요구사항와 관심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된 옵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 성인 10명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기간은 기본 2시간에서 10주기간으로, 다음과 같
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 Study Tour의 인기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서, 출국 예정
일로 부터 최소 12 주 이전(저희 공립 학교 방학기간 불포함)
에 사전 예약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

시드니 또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 타지역에 위치한 공립학
교 방문

•

정책, 관리 및 교사 지원책에 대한 관계자 프레젠테이션

•

NSW주 공립학교의 질높은 학습 방법 관찰

•

교사들를 위한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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