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에게
끝없는
기회의
장이
펼쳐집
니다!

빅토리아주에서 공부할
유학생을 위한 안내서
교육기술부

축하합니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공립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의 벅찬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학생비자가 승인되었을 것이고 저희는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직접 환영의 인사를 건네게 될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의
여행준비 및 빅토리아주 학교생활을 준비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학생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 유용한 안내서를 읽으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 멜버른 시의 특별한 명소들 또는
빅토리아주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일부 정보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 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안내서에 빅토리아주 학교생활의 이모저모와 더불어 이 곳에
도착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디 이 안내서가
여러분이 새 학교와 새 집에 적응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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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것들
짐을 꾸리기 전에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제한에 대해서 항공사에 확인하세요.여행
서류들과 함께 'Arrival Information Support Sheet' (도착시 필요한 정보)의 사본 1
통을 휴대용 수하물에 잊지 말고 넣어두세요.

의복 및 개인용품
빅토리아주는 계절에 따라 날씨 변화가 심하므로 적합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개인 세안용품이나 호주로 가져갈 교복 용품 등도 잊지 마세요.
홈스테이 숙소에서 머물 예정이라면 생활용품이 많이 필요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진, 좋아하는 음악이나 집을 생각나게 해주는 작은 물건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

준비
하기

질병 (당뇨병, 천식, 습진 등)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한다면 여러분의
병력기록 및 의사소견서를 약품과 함께 짐에 넣어두세요.

돈
예상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가능한 호주불 $400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은행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 9, 10, 24쪽을 참조하세요.
환전은 공항, 쇼핑지역에 있는 환전소 또는 어떤 은행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로 오기전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둘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의
순조로운 여행을 도와주는 정보,
짐꾸리기 가이드, 여행전 확인목록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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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호주는 환경보호를 위해 음식물이나 전통약재, 식물, 유기체 등과
같은 품목들의 반입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품목들은 많은 경우 공항에서 압수되므로 가능하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져온 물품들은 항상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검역청은 호주로 가져올 수 있는 물품과 신고해야 할 물품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www.agriculture.gov.au/travelling/to-australia 대부분의 세계
각국의 음식물은 이 곳에서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곳에 도착한 후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물품을 가져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세관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하물은
공항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여러분의 수하물에 음식물이나 기타 다른
반입금지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지견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www.study.vi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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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꾸리기전에 확인하세요
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학생비자기간
동안에도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여권 및
비자의 복사본을 2개씩 만들어 1 부는
원본과 별도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나머지 1부는 원본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에게 맡기세요.

건강
빅토리아주로 여행을 올 때 여러분의
병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떠나기전에 호주
이민성이 요구하는 건강관련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 www.immi.gov.au/

은행업무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에게
여행계획을 알리고 해외에서도 돈을
사용하거나 외화로 요금지불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allforms/health-requirement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공편 예약하기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학비지불이
완료하고 나서 여행계획을 세우세요.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안에
멜버른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예약되면,
입학할 학교의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행일정표를 지정 유학원에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착시기 정하기
현지적응을 위해서 학교 시작 대략
1주일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학기 시작 첫날 이전에는
(학기 첫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반드시
멜버른에 도착해야 합니다.
주의: 홈스테이를 할 학생들은 홈스테이
제공 가족의 편의를 고려해주고
비자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학교 시작 1
주일 전보다는 일찍 도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국하기
여러분은 학기 종료 다음 날까지
빅토리아주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간에
맞추어 이 곳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일찍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교육부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호주로 가져오거나 호주에서 구입해야
할 모든 약품들의 전문명칭 및 복용
이유 등이 포함된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자세한
병력이 기재된 소견서는 응급상황시
여러분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휴대폰 통신사 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호주에 있는 동안
새로운 심카드나 전화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홈스테이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렇게하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며
홈스테이 가족에게 궁금한 것들을 미리
질문할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호주로 오는 동안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유학생
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studyinaustralia.

gov.au/en/Study-Costs/OSHC/
Overseas-Student-Health-Cover
저희는 여러분의 의료보험가입을
주선해드릴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이러한 의료보험 선택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요청하시면
의료보험카드가 여러분의 학교로
우송됩니다. 의료보험은 여러분이
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과정 시작 1주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 의료보험은 기본적인
보험혜택만 제공하므로 제한사항 및
사용조건들을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일단 빅토리아주에 도착하면 더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학기

홈스테이 가정

교복
다니게 될 학교 웹사이트에서
교복 관련 정보를 얻으세요. 몇 가지
물품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신발).

세관 및 검역

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2015년

1.28 –
3.27*

4.13 –
6.26

7.13 –
9.18

10.5 –
12.18

2016년

1.27 –
3.24*

4.11 –
6.24

6.11 –
9.16

10.3 –
12.20

2017년

1.30 –
3.31*

4.18 –
6.30

7.17 –
9.22

10.9 –
12.22

2018년

1.29 –
3.29

4.16 –
6.29

7.16 –
9.21

10.8 –
12.21

*빅토리아주 공립학교들은 1학기 첫 날 새학기 준비업무를 하므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학교수업이 시작되는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유학생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세관 및 국경보호서비스 본부는
호주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소지할 수 있는 현금 액수, 비타민 및
약품(의약품 또는 한약/전통약),
음식물, 애완동물 및 동물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호주세관규정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는 www.customs.gov.

au/knowbeforeyougo/default.asp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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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확인목록
여행 준비
01

학생비자 발급 및 비자조건 숙지.

02

학생비자만료일까지 여권이 유효한지 확인.

03

여권 및 비자의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도 맡기기.

04

학기시작 대략 1 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항공편 예약

05

공항으로 누군가 마중나올 수 있도록 도착일정을 학교에 통보.

06

필요한 경우 병력 및 의사 소견서 지참.

07

여행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08

호주에서 은행거래가 있을 예정임을 거래은행에게 통보.

09

호주에서 휴대폰 통신사 이용 가능 여부 및 요금 확인.

10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 정보 얻기.

짐 꾸리기
01
02

휴대수하물에 여행서류 및 'Arrival Information Support Sheet’
(도착시 필요한 정보)' 넣어두기.

03

기본 교복 용품 (예: 검은색 신발).

04

빅토리아주 계절 날씨에 적합한 의복.

05

병력, 의사소견서 및 평소 복용하는 약품.

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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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이 항공회사가 허용하는 크기와 무게 규정에 맞는지 확인.

여행 / 의료보험 서류 사본.

07

현금 약 $400 정도 (호주불)

08

집을 연상시켜주는 물건들, 사진, 좋아하는 음악.

09

반입금지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
7

도착
멜버른에 착륙 준비를 하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호주의 세관과 입국심사에
대해 항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잘 경청하세요. 그렇게 하면 입국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머지않아 여러분을 마중나온 다정한 얼굴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 계획이라면 'Arrival Information Support Sheet’
(도착시 필요한 정보) 를 휴대용 수하물에 지금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지는 멜버른 국제공항에서 여러분을 맞게 될 사람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홈스테이 가정의 주소와 응급
전화번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착 후
이 장은 여러분이 처음 도착한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이 집과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경써서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테니까요.

홈스테이
공항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홈스테이 가족에게
데려다 주게 되며 그 후 여러분은 가족 모두와 만나게 됩니다.

집에 전화하기
호주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아마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통신사 서비스가 호주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홈스테이 가정에게 유선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돈 사용하기
처음 도착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호주에 있는 거의 모든 현금자동인출기 (ATM) 는 'PLUS',

'Maestro' 그리고 'Cirrus' 카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카드 뒷면에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이 세 가지 로고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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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것들
연락하기
여러분의 휴대폰이 한국 통신사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호주의 SIM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SIM 카드는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여러분이 유선전화로
건 국제통화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를 사용할 때 마다 미리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전화카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국제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때는 먼저 국가번호 +61 를
입력해야 합니다. 빅토리아주의
지역번호나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의
앞자리 수 0 번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은
유선전화의 경우 61 3 (여덟 자리 수
지역전화번호), 휴대폰의 경우 61 (4 로
시작하는 아홉 자리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홈스테이
가정 전화 번호부와 www.

timeanddate.com/worldclock/
dialing.html?p2=152 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
빅토리아주의 대중교통제도는 전자식
선불 승차권 체계를 사용합니다. 기차,
전차나 버스로 여행할 경우에는 MYKI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기차역,
소매점포 및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용요금을 따로 구분하려면
선불제 무선모뎀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쇼핑센터나 대학근처에서
위치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약간의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가게되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전 정말 신났었어요!
여기 오는게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었는데 결국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호주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농담을 잘 하기
때문에 매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 사귀기가
쉽답니다.
– Katlyn (Thi Hoang Anh) Nguyen
11A (베트남)

학교 준비물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교복, 교과서 및 기타 학용품 (도시락
통이나 문구류)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이와 관련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은행계좌
여러분은 빅토리아주에 장기간 머물
것이므로 호주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계좌개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가 개설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계획이라면, 여러분의 급여도 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현금은 호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만일 그럴 시에는 은행계좌
개설 전까지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의 현금을 학교 금고에 보관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유학생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 곳에 도착하는
모든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모든 홈스테이 가족들과 아는
사이이고, 그들과 함께 학생들이
지역 교통, 은행업무, 쇼핑 같은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등교 첫 날에는
학생들을 English Language
Centre 로 데려다 주는데 학생들은
보통 그 곳에서 친구들을 굉장히
빨리 사귀게 됩니다. 그 후에는
과목 선택을 하고, 교복과 책을
구입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줄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주 영어로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언제든지
통역사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 Lois Kruger 유학생 코디네이터
(Strathmore Secondar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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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과 문화

빅토리아주 및
멜버른 생활
빅토리아주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멜버른이
많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현대 도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은 멜버른 및
빅토리아주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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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홈스테이 가족과 생활할 경우 여러분은
홈스테이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초반에 여러분이 가져와야 할
물품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게 될 호스트 가족들은 여러분의
학교가 신중하게 선택한 가족이며 이들
중 일부는 수년동안 유학생들을 돌보아
온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홈스테이
가족이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지역
사회에서 활동적인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여러분이 빅토리아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때로 호스트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락, 활동 및 취미
여러분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빅토리아주에 오지만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홈스테이
가족은 여러분과 함께 가까운 곳이나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많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사귄 친구들은 야외활동
(예: 자전거 타기, 수영)에 열심이거나,
외식, 영화 또는 시내 관광을 즐길
수도 있으며 여러분은 스포츠 팀, 교회,
음악 또는 연기 동아리에 가입 권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주민들은 호주식 축구 (AFL)를 매우

좋아하므로 여러분에게 경기 관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응원할만한
축구팀을 추천해줄 지도 모릅니다.

음식 및 식사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전세계의 음식을
즐기며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의
홈스테이 가족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어할
것이고 그 중 몇몇 요리를 여러분과 함께
요리할지도 모릅니다.
아래 도표는 호주인들의 보통
하루식사를 보여줍니다.

호주의 보통 하루 식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 가기전에
토스트, 시리얼, 과일, 차 또는
커피

대개의 경우 오후 12시에서 2시

저녁에 먹는 주식사이며 보통
양이 많고 따뜻한 음식을
먹습니다.

www.study.vic.gov.au

사이에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가지며 샌드위치, 스프
또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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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및 일반 정보
개인 안전

공휴일

빅토리아주는 친절하고 안전한 다문화
도시이며, 멜버른은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조용하며 우호적인 인상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의사항이라도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선생님, 홈스테이 가족 또는
유학생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보세요.
이들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응급시
연락전화번호 등과 같은 학생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vic.gov.au/Victorian-PublicHoliday-Dates.html 에서 한 해중

일광욕과 서핑은 호주에서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가 즐기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변가나
수영장에서는 항상 피부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타국가들과는 달리 호주의 햇빛은
여름에 매우 뜨거울 수 있고 자외선
(UV) 지수는 한 해 내내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는 팔을 덮는 의복,
자외선차단제와 모자 착용이
중요합니다. 항상 인명구조대가 순찰
중인 해변을 선택하세요. 수영을 못
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해변가로
여러분을 초대한 홈스테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바닷가 안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www.beachsafe.org.au/Visiting_
the_beach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차
빅토리아주는 호주 동부표준시간대에
속해있습니다. 한해 중 더운 시기에는
일광절약제를 통해 시계를 한 시간
앞당깁니다. www.timeanddate.
com/worldclock 에서 한 해중
언제든지 시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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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에서 일하기
해외유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을 하고 싶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학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기중에는 2주에
최고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자리를 구하려면 적어도
2학기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일정한 학업
스케줄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중 저녁에는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일은 주말에만 하기를
권장합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는
여러분의 세금등록번호(TFN) 발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고용주라면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번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
현금을 주는' 일자리나 '세금장부 없는'
일자리는 불법이며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으므로 이런 종류의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교복과 사복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 학교행사,
스포츠 시간 등과 관련된 교복 또는
복장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에도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및 직장을 제외한
곳에서 복장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호주인은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므로
여러분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나 종교에
따라 의복을 착용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름 필수품:

다른 많은 지역에 비해 빅토리아주 기후는 온화하고 편안한 편입니다. 그러나 날씨는 때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일 평균 최고기온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이 기온들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산악지대와 가까울수록 더 서늘합니다.
빅토리아주 날씨에 대한 추가정보는 기상청 웹사이트 www.bom.gov.au 에서 찾을 수
모자

저희는 학생들의 학업기간 동안
학부모님들의 빅토리아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유학생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코디네이터는 부모님이
참석하면 좋을만한 학교행사일정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홈스테이 가정에서 머물
수 없으므로 공항 픽업 및 숙소 등을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는 학교와 가까운 호텔 및
아파트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썬글라스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최고기온 (°C)

25.9 25.8 23.9 20.3 16.7 14.1 13.5 15.0 17.2 19.7 22.0 24.2
자외선 차단제

티셔츠

평균 최저기온 (°C)

14.3 14.6 13.2 10.8 8.6

6.9

6.0

6.7

8.0

9.5

11.2 12.9

평균 강우량 (mm)

47.6 48.0 50.4 57.3 55.8 49.0 47.5 50.0 58.1 66.4 60.4 59.5
치마/반바지

한국 가족의 방문

날씨와 위치

가벼운 자켓/
스웨터

겨울 필수품:

겨울용 코트

장갑

스카프

겨울용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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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기후
빅토리아주의 온화한 기후는 야외활동 및 적극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계절도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여름:

12월-2월

가을:

3월-5월

겨울:

6월 - 8월

봄:

9월 - 11월

교통
멜버른에서는 뛰어난 대중교통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곳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 전차, 버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학교, 집, 시내중심 그리고
기타 다른 인기 명소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V 라인 기차 및 버스는 멜버른과
빅토리아주의 다른 지역간을 연결해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홈스테이 가정의 자동차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http://ptv.vic.gov.au 에서 멜버른의 대중교통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www.vline.com.au 에서는 V -line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멜번에 왔을 때는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자마자 이 나라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를
돌보는 홈스테이 가족은 마치 제가 집이나 베트남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요.
학교에 있는 제 친구들도 친절하고 숙제가 좀 어려울 때는 많이
도와준답니다.
유학생들은 누구나 처음 이 곳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에 소속감을 느끼더라구요.
– Nguyen Ha 11D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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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교육제도

빅토리아주
에서 공부하기
아마 여러분은 빅토리아주의
학교들이 갖춘 많은 장점들을 조사해
보았을겁니다. 이 장에서는 이 곳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것이 실제로 어떤지
알려드립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study.vic.gov.
au/deecd/learn/study-in-victoria/en/
education-system.cfm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교육제도는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빅토리아주 학교들의 다양한 교과과정과
헌신적인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학교 수업

학생과 교사

학교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 부터 오후 3.30 까지
진행됩니다. 대개 학생들은 같은
교실에 계속 머물지 않고 교실을
이동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경험하는 수업은
아마도 여러분이 다니던 학교보다 더
여유로울 것입니다. 교사들은 친절하고
다가가기 쉽지만, 사제 관계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선생님에게Dr, Ms, Mrs Jones 와 같이
호칭과 성을 사용합니다. 교사들은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성
제외)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오전 다과시간이
한번, 그리고 긴 점심 휴식시간이 한번
있습니다.

학습 공간
교사가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공간은 어디나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공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다양한 장소를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실
안과 밖 (예: 숙제 및 시험공부)
양쪽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룹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교실 수업은 인터액티브하고 흥미롭게
진행되므로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교실 수업에서
여러분은 열띤 토론에 참여하거나 많은
질문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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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지원과 자극,
그리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선생님은 존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것 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유학생 코디네이터는 학교생활과
집생활 양쪽 모두에 대해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어떤 도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업시간표
8.30

수업 시작

8.30 9.25

1 교시

9.25 10.15

2 교시

10.15 10.45

쉬는 시간

10.45 11.35

3 교시

11.35 12.20

4 교시

12.20 1.20

점심시간

1.20 2.10

5 교시

2.10 3.00

6 교시

3.00p

학업지원 /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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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진척상황
학교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업진척상황 및 전반적인
생활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한해 동안 최소 두 번에 걸쳐 호주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학부모-교사 면담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전화면담을 주선할 수도
있으며 많은 유학생 코디네이터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만나기 위해
외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번역된 학교 성적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주소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부모님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처음 연락을 취하게 되는 사람은 유학생 코디네이터 입니다.
학부모는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하여 유학생 코디네이터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61 3 9637 2990번으로 빅토리아주 교육 및 조기아동발달청 산하 유학생
교육부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빅토리아주에서 학업은 '학년'에 따라 진행됩니다. Prep (유치원)부터 10
학년까지는 빅토리아주 필수 학습기준에 의거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VCE) 과정을 공부합니다.
각 교과과정 안에서 그리고 10, 11, 12학년 말에 치루는 시험 및 평가과제들은
여러분의 학업진척상황을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학교는 또한 야외학습,
다양한 스포츠, 뮤지칼 활동 등의 다양한 과외활동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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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응급서비스 - 경찰, 구급차, 화재
경찰, 구급차 또는 화재서비스를 요청하세요. 통화는
무료이며 필요한 경우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전화: 000
전화: 휴대폰에서 전화: 112
전화: TDD 문자전화에서 전화:106

비응급 서비스 - 경찰
전화: 9247 6666
Crime Stoppers (범죄신고기관)
전화: 1800 333 000
웹사이트: police.vic.gov.au
전화번호 찾기
전화: 1223 (무료 통화)
웹사이트: whitepages.com.au
웹사이트: yellowpages.com.au

유용한
정보

호주 국세청
텍스파일넘(TFN) 신청
전화: 132 861
웹사이트: ato.gov.au
Victoria Legal Aid (빅토리아주 법률 지원사무소)
법률 정보 서비스
전화: 1300 792 387
웹사이트: legalaid.vic.gov.au

빅토리아주에서 생활할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락처와 온라인 정보처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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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재 외국대사관
전화: 02 6261 1111
웹사이트: dfat.gov.au

www.study.vic.gov.au

빅토리아주에서 공부하기
국제 교육부서
전화: 9637 2990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해외유학생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study.vic.gov.au
대학 진학
웹사이트: www.vcaa.vic.edu.au/Pages/faqs/
vcecurrentstudents.aspx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VCE)
빅토리아주 학업 평가에 대한 추가 정보:

웹사이트: www.vcaa.vic.edu.au/Pages/vce/index.
aspx

건강과 의료
의료보험
웹사이트: 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
live-in-australia/insurance
간호사 상담서비스
전화: 1300 606 024
빅토리아주 독극물 정보 센터
전화: 13 11 26
Lifeline Australia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을 위한 24시간 위기지원 서비스 및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전화: 13 11 14
웹사이트: lifeline.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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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이민과 비자
빅토리아주 관광
웹사이트: visitvictoria.com

이민 및 국경보호부
전화: 131 881
웹사이트: immi.gov.au

멜버른 관광
웹사이트: Thatsmelbourne.com.au
웹사이트: visitmelbourne.com

돈과 은행업무
웹사이트: banks.com.au
웹사이트: moneysmart.gov.au

빅토리아 주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교통

빅토리아주에서 생활하기 및 여행하기에 대한 추가
정보:

웹사이트: liveinvictoria.vic.gov.au

지도와 길찾기
웹사이트: street-directory.com.au
멜버른 공항
항공여행 - 국제편 및 국내편

전화: 9297 1600
웹사이트: melbourneairport.com.au

멜버른 시 해외 유학생 가이드
멜버른에서의 학교생활을 최대한 즐기는 방법들:

웹사이트: www.melbourne.vic.gov.au/
CommunityServices/ForYouth/
InternationalStudents/Pages/
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aspx

멜버른 공항 버스

유용한 웹사이트

멜버른 공항과 시내중심부 사이에 스카이버스가
운행됩니다:

웹사이트: skybus.com.au

Australia Post (호주 우체국)

택시 서비스
전화: 132 227
웹사이트: victaxi.com.au/taxi-customers/hiring-a-taxi.
aspx

웹사이트: auspost.com.au/

시간과 날짜

대중교통

웹사이트: timeanddate.com/worldclock/

호주내 우편번호 및 우체국 위치를 망라해놓았습니다.

한국의 시간과 빅토리아주 시간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PTV

전화: 1800 800 007
웹사이트: ptv.vic.gov.au

생활비
예상 학비와 요금 관련 최신 정보

웹사이트: www.study.vic.gov.au/Intstu/fees.htm

VLine
웹사이트: vlin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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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안내서에 담긴 정보가 여러분이 빅토리아주에서
보낼 학창시절을 준비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주 및 멜버른 생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웹사이트들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61 3 9637 2990 번 으로 유학생 담당부서로
연락하거나 여러분의 학교 유학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준비를 잘 마치기 바라며
빅토리아주에서 여러분을 곧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발행인: 교육 및 훈련부 유학생 담당부서
멜버른

2015년 9월
© 빅토리아주 (교육 및 훈련부) 2015

신청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www.
study.vic.gov.au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에
있는 지정 관광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의 저작권은 빅토리아주 (교육 및 훈련부) 가

교육 및 훈련부

소유하거나 일부 내용의 경우 제 3 자가 (제 3 자의 자료)

유학생교육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1968년 저작권 보호령의 조항 및

National Education Access Licence for Schools (NEALS)
에 의거하거나 허가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안내서의 어떤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호주의 비영리 교육기관이나 이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제 3 자의 자료를 제외한 안내서의

여러분에게
끝없는
기회의 장이
펼쳐집니다!

CRICOS Provider 코드: 00861K

+61 3 9637 2990
+61 3 9637 2184
이메일: international@edumail.vic.gov.au
웹사이트: www.study.vic.gov.au
전화:
팩스:

내용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교육 및 훈련부,

2 Treasury Place, East Melbourne, Victoria, 3002.
ISBN 978-0-7594-0700-8
편리한 이용
이 안내서를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수령하고 싶으시면

1800 809 834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edline@vic.gov.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 안내서는 인터넷을 통해 www.study.vic.gov.au 에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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