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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저작권은 빅토리아주(교육청)이 소유하거나 일부 
자료의 경우 제3자(제3자 자료)가 소유합니다.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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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호주에 소재한 교육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은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3자 자료 이외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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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빅토리아주 멜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빅토리아주 공립학교를 선택한 여러분에게 미래를 향한 흥미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내서는 빅토리아 여행과 유학 준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멜번의 새로운 학교와 빅토리아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빅토리아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빅토리아주에서의 유학 
생활과 더불어 빅토리아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전화번호와 같은 유용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안내서가 새로운 학교와 집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빅토리아주로 여행하기 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관련 
정보, 짐 꾸리기 팁 및 두 가지의 여행 전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원활한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져갈 물품
짐을 꾸리기 전에 수하물 크기와 무게 제한에 대해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라면 
여행 서류와 함께 기내 수하물에 도착 지원 양식 사본을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준비하기

의류 및 개인 물품
빅토리아주는 계절별로 날씨가 다양하므로 그에 걸맞은 
옷이 필요합니다. 개인 위생용품 및 교복용 품목도 잊지 
마세요.
만일 홈스테이 집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면 별도의 
가정용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친구들 
사진 및 좋아하는 음악이나 집에 대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당뇨, 천식 및 아토피와 같은 질병때문에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및 의료기록을 
함께 가져오세요.

돈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약 AUD 400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 환전은 공항, 상점가 환전소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합니다.

음식
호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 및 전통의약품, 식물 및 
유기농 재료와 같은 물품을 호주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품목은 
공항에서 압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소지하는 
것을 피하고, 입국 신고서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공항에 있는 호주 국경경비대 직원이 
여러분이 지참할 수 있는 것과 신고해야 할 것에 대해 
조언해드릴 것입니다.

만일 불확실한 물품을 가져올 예정이라면,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신고하거나 호주 국경경비대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가방은 공항에서 검사될 것이고, 탐지견이 
여행가방에서 식품이나 다른 금지 물품들을 검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식료품은 현지에서 마련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도착한 후에는 학교의 코디네이터 (ISC)가 
필요한 식료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호주로 반입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bf.gov.au/entering-and-
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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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학생 비자 전체기간동안 여권 날짜가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여권과 비자 사본을 2
부씩 만들고, 사본 1부를 가져오되 원본과 
따로 보관하세요. 두번째 사본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세요. 또한 핸드폰으로 
여권과 비자 사진을 찍어 디지털 사본을 
만드세요. 이러한 예방조치를 취하면 원본을 
분실한 경우 도움이 됩니다.

항공편 예약
 

학생 비자가 발급되고 수업료가 지불될 
때까지 여행 계획 세우는 것을 잠시 
미루세요. 
비자가 발급된 후 멜번 혹은 아발론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세요.
만약 홈스테이를 할 계획이라면, 항공편이 
예약되는 대로 부모님이나 교육 담당자가 
새로운 학교에 있는 코디네이터(ISC)에게 
비행 세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 도착 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착 날짜
정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학 일주일 
전까지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학기 시작일 
전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합니다 (시작 
날짜에 따라 상이함). 제 날짜에 도착할 수 
없을 시 교육청에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스테이 가족의 필요와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홈스테이 학생은 개학일 시작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는 안됩니다.

건강
 

빅토리아주를 여행할 때 의료 기록은 
중요합니다. 집을 떠나 오기 전에 호주 
내무부의 건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mmi.homeaffairs. gov.au/help-
support/meeting-our- requirements/
health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로 가져와야 하거나 호주에서 구입해야 
하는 의약품명 및 진단서를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문서화된 의료 기록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보험
 
호주로 오는 길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등록 절차의 일부로 
유학생 건강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대신하여 학생의 건강 보험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요청했다면, 새 학교로 건강보험카드가 
보내질 것입니다. 보험은 아직 
건강보험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학기 
시작 1주일 전에 시작됩니다. 이 의료 보험은 
기본적인 보장만을 제공하므로 제한이나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빅토리아주에 도착하시면 연장된 
건강보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ISC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학생 건강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tudyinaustralia.gov.au/english/ 
live-in-australia/insur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본국의 은행에 여러분이 곧 여행할 것이라고 
알리고, 호주에서 돈을 찾거나 외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호주에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세요. 호주에 있는 동안 사용할 새 
SIM 카드 혹은 헤드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복

교복에 관해서는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품목(예: 신발)을 본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세관 및 검역

호주 국경 수비대는 호주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휴대할 수 있는 돈의 액수, 
비타민 및 의약품(약국판매용 또는 천연/
전통), 식품, 동물 용품 및 애완동물이 
포함됩니다. 호주 세관 요건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는 immi. homeaffairs.gov.au/
entering-and- leaving-australia/
entering-austral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국
학기가 끝난 후 다음날까지 빅토리아 주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 부모님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학기 날짜

Term 
Dates

2020 2021 2022 2023

1학기 1월 28일* – 3월 27일 1월 27일* – 4월 1일 1월 28일* – 4월 8일 1월 27일* – 4월 6일

2학기 4월 14일* – 6월 26일 4월 19일 – 6월 25일 4월 26일 – 6월 24일 4월 24일 – 6월 23일

3학기 7월 13일 – 9월 18일 7월 12일 – 9월 17일 7월 11일 – 9월 16일 7월 10일 – 9월 15일

4학기 7월 13일 – 9월 18일 10월 4일 – 12월 17일 10월 3일 – 12월 20일 10월 2일 – 12월 20일

*1학기의 첫날은 학생들의 도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빅토리아주 공립학교들의 학생이 없는 날입니다. ISC에게 학교 시작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짐을 꾸리기 전 알아야 할 사항

	  학생비자 발급 및 기타 조건

	  학생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여권

	 가족에게 안전하게 보관된 여권 및 비자 사본

	 학기 시작 전에 도착하도록 예약한 항공편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일주일 이내)

	 공항에서 누군가 마중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착 세부 
정보를 통보 (홈스테이 학생만 해당)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및 의사 소견서

	  여행 보험 및 의료 보험

	  호주에서 거래할 예정이라고 본국 은행에 통보

	  호주 내 휴대전화 이용 가능 여부 및 요금 확인

	  교복 관련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항공사의 크기 및 무게 제한을 준수하는 수하물

	 기내 수하물에 여행 서류 및 도착 지원 양식 
(Arrival Support Form) (홈스테이 학생용) 챙기기

	 표준 교복용 품목 (예: 검은색 신발)

	 빅토리아주의 계절 기후에 적합한 의류

	 의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및 일반 의약품

	 여행 보험 및 의료 보험 문서 사본

	 가족과 함께 여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으로 약 AUD$400

	 집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 사진 및 좋아하는 노래 

	 반입 금지 품목은 가져오지 말 것

여행 전 체크리스트

여행 준비  가져올 물품

http://immi.homeaffairs. gov.au/help-support/meeting-our- requirements/health 
http://immi.homeaffairs. gov.au/help-support/meeting-our- requirements/health 
http://immi.homeaffairs. gov.au/help-support/meeting-our- requirements/health 
http://studyinaustralia.gov.au/english/ live-in-australia/insurance
http://studyinaustralia.gov.au/english/ live-in-australia/insurance
http://immi. homeaffairs.gov.au/entering-and- leaving-australia/entering-australia
http://immi. homeaffairs.gov.au/entering-and- leaving-australia/entering-australia
http://immi. homeaffairs.gov.au/entering-and- leaving-australia/entering-australia
http://www.customs.gov.au/knowbeforeyougo/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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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공항에서 필요한 사항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비롯하여 약간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면 도착 지원 양식(Arrival 
Support Form)을 기내 수화물에 챙겨주세요. 이 문서에는 여러분이 
멜번 또는 아발론 공항에서 만나게 될 사람과 장소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의 
홈스테이 집 주소와 비상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을 위한 자세한 도착 절차는 29쪽을 참고하세요.

본국에 연락하기
호주에 처음 도착하면 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통신사가 호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홈스테이 가족에게 WiFi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돈 사용하기
호주에 도착했을 때 돈이 필요한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거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PLUS’, ‘Maestro’, ‘Cirrus’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 로고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착하는 모든 학생들을 직접 만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모든 홈스테이 가족과 잘 
알고 지내며, 그 가족들과 함께 학생들이 
현지의 대중교통, 은행, 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첫째 
날에 영어 학습 센터(English Language 
Centre)를 방문하게 됩니다. 매우 빠르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이죠. 그 이후에 
학생들의 수강 과목을 비롯해, 교복과 교과서를 
사는 일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모두가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주식 영어를 말하거나 
알아듣기 어렵다면 언제든 통역사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Strathmore Secondary College

가이드북의 이 섹션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ISC
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리할 것이 많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섹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착
비행기가 멜번 공항에 착륙할 때 여러분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공항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전달하는 
호주 통관 및 입국 심사에 관한 정보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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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수단
기존 휴대전화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호주 SIM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SIM 카드는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쇼핑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홈스테이 가정의 와이파이(WiFi) 
인터넷으로 Whatsapp, WeChat, Skype, Viber, 
Facetime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락하는 
것입니다.
국제 전화 카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전화 
카드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국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가족의 동의하에 유선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한 후 해당 비용을 홈스테이 가족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마다 홈스테이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국에서 호주에 있는 여러분에게 연락하고자 할 때는 
전화번호 앞에 유선전화는 00 11 61번을, 휴대전화는 +61
번을 눌러서 걸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빅토리아주 지역 코드나 휴대전화 번호 앞에 0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호주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빅토리아주 유선전화 번호로 전화할 때는 (00 11 또는 +) 
61 3 (8자리 지역 번호)을 누르고, 휴대전화로 전화할 때는 
(00 11 또는 +) 61 (4로 시작하는 9자리 번호)을 누릅니다.
유용한 온라인 도구 https://www.timeanddate.com/
worldclock/dialing.html?p2=152 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
빅토리아주의 대중 교통 시스템은 전자 선불 티켓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차나 트램, 또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Child 
myki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기차역, 소매점 및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 안내서 뒷부분에 대중 
교통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준비물
도착 후에는 교복과 교과서, 기타 학교 준비물(책가방, 
도시락 또는 문구류)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SC가 도와줄 것입니다.

은행 계좌
빅토리아주에 장기간 머물 것이기 때문에 호주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좌 개설에 
있어서는 ISC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면 
여러분이 돈을 이체하거나 부모님이 본국에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면 이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 현금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가져온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까지 ISC가 현금을 
학교 금고에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사항

 
제가 호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너무 경직된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대개 
소탈한 성격으로 재미있는 농담도 많이 한답니다.

– Katlyn (Thi Hoang Anh) Nguyen 
 빅토리아주 국제 학생 졸업자

https://www.timeanddate.com/worldclock/dialing.html?p2=152
https://www.timeanddate.com/worldclock/dialing.html?p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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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및 멜번에서의 생활

오락, 활동, 즐길 거리
여러분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빅토리아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즐겁고 활기찬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나 홈스테이 가족이 빅토리아주 
인근이나 전역의 재미있는 활동들을 함께 
즐기고 싶어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사귄 
친구들은 활동적인 야외 활동(예: 자전거 
타기, 수영)을 즐기거나 외식, 영화 보기 또는 
도시 탐방 같은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팀, 교회, 음악 또는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 보세요. 빅토리아주 사람들은 호주 
풋볼 리그(Australian Football League, AFL)
에도 열광적이어서 여러분을 경기에 
데려가거나 팀을 고르게 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적이고, 안전하며, 친절한 
지역사회
멜번은 호주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로 모든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포용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주민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 직계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개인 및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학교 내외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본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력 설(Lunar New Year), 
인도 빛의 축제 디왈리(Diwali Indian 
Festival of Light), 파코 페스타(Pako Festa), 
부활절 축제(Easter Festival), 문화 다양성 
주간(Cultural Diversity Week)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즐깁니다. 가끔은 매주 축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학생 도시
빅토리아주에 있는 여러 성장하는 학생 
도시는 관광, 농업 및 산업의 중심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친절하며 새로 온 
사람들이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번영하는 현대 문화를 
누리고, 폭넓은 교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교적인 성향으로 삶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 참여합니다. 빅토리아주 사람들은 전 
세계의 음식, 예술, 문화, 스포츠, 실내외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멜번이 다양한 관심사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번영하는 현대적인 도시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섹션은 멜번 및 빅토리아주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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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필수품: 
• 모자
• 선글라스
• 선크림
• 티셔츠
• 치마/반바지
• 가벼운 재킷/스웨터

겨울 필수품: 
• 겨울 코트
• 점퍼 (스웨터)
• 장갑
• 목도리
• 앞이 막힌 신발

개인 안전
빅토리아주는 우호적이고, 안전하며 
다문화적입니다. 멜번에서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환영받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홈스테이 
가족 또는 ISC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울 것입니다. 비상 연락처를 받아 학생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과 서핑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항상 피부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호주 여름의 햇빛은 매우 강렬하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외선(UV) 지수가 일 
년 내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긴 팔 옷과 선크림, 
모자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영은 반드시 순찰대와 인명 구조대가 
상주하고 있는 서핑 해변에서 하세요. 수영을 
못한다면 여러분을 수영장이나 해변으로 
초대한 홈스테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변 안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eachsafe.
org.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차
빅토리아주는 호주 동부 표준시 
GMT+10(AEST) 국제 표준 시간대에 
속합니다. 하절기에는 일광 절약을 위해 
시계가 1시간 앞당겨집니다. 시차는 
언제든지 timeanddate.com/worldclock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빅토리아주의 공휴일은 온라인(business.
vic.gov. au/victorian-public-holidays-
and- daylight-saving/victorian-public- 
holiday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일하기
You외국인 유학생 비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업을 시작한 
후에만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2주에 최대 4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 일을 하면 학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구하기 전에 
ISC와 상의하여 학업에 적응하고 계속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말에만 일하고 주중 저녁 
시간에는 과제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호주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 TFN)를 
받을 수 있도록 ISC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용할 수 있는 고용주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직장은 불법이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런 유형의 일자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조건이 염려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ISC
에게 알려주세요.

가족의 방문
빅토리아주에서 공부하는 동안 언제든지 
부모님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방문할 계획이라면 ISC에게 알려주세요. 
학교에 방문하시기 좋은 날짜를 제안해 드릴 
것입니다. ISC가 학교에서 가까운 호텔이나 
아파트를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식수
학생들은 학교에 점심 도시락과 간식을 
가져와서 먹고,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져와 수돗물을 채워서 마십니다. 데워야 
하는 음식을 가져온 경우 학교에 비치된 
전자렌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호주의 수돗물은 식수용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생수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후 및 일반 정보 교복 및 평상복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복에 대한 규정 또는 수업, 학교 행사, 스포츠 데이에 입어야 하는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유니폼을 입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일하는 공간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호주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나 종교에 따라 각국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최고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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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최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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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 기후
빅토리아주에서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양한 야외 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반구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계절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여름: 12,1,2월 가을: 3, 4, 5월

겨울: 6, 7, 8월 봄: 9, 10, 11월

날씨 및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빅토리아주의 기후는 온화하고 쾌적합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루 
평균 최고 기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수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간 지역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빅토리아주의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웹사이트 (bom.gov.au/vi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로의 유학 준비를 위한 안내서    \   1716   \   빅토리아주로의 유학 준비를 위한 안내서

교통편

멜번에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차, 트램, 버스와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여 학교, 집, 시내 중심은 물론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에 갈 수 있습니다.  V/Line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멜번과 빅토리아주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홈스테이 가족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함께하는 여행
빅토리아주에 거주한다면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는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해 
보세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헬멧 착용이 법적 의무이므로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멜번의 상징, 트램
트램은 멜번 고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트램으로 중앙 상업 지구와 
교외 중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멜번의 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500대 이상의 트램이 25개 노선을 누빕니다. 트램은 
멜번의 주요 도로 대부분을 따라 운행하고, 노선이 교외 지역 
안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래된 트램은 특히 멜번 관광객을 위한 무료 도시 순환(City Circle) 
노선을 따라 운행됩니다. 트램은 교외 중심부의 주요 도로 대부분을 
따라 운행되지만, 중부 및 외곽에서는 일부만 운행됩니다.

도심 기차 노선
멜번에는 부분적으로 지하 노선을 포함하는 중앙 기차 노선(City 
Loop)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Flinders Street, Parliament, 
Melbourne Central, Flagstaff, Southern Cross와 같은 5개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교외 외곽으로 나가는 기차 노선은 16개입니다. 기차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오전 5시부터 자정 이후까지 운행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기차와 일부 트램이 밤새 운행됩니다.

빅토리아주 지방 운행 기차
V/Line은 빅토리아주 지방을 운행하는 기차 노선입니다. 이를 통해 
빅토리아주의 모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V/Line은 
빅토리아주 지방의 주요 도시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주요 도시로도 연결됩니다.

대중 교통 이용법
빅토리아주에서 이동하려면 myki 또는 Child myki 카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카드로 교외 지역의 버스, 기차, 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yki 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기차역, 신문 
가판대, 편의점에서 myki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실제 카드 대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요금을 ‘터치하여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멜번의 대중 교통 노선은 도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2개 구역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운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가고자 하는 지역(zone)
• 티켓의 유효 기간(2시간, 1일, 1주일, 1개월, 1년)
만 5~18세(만 19세 미만)의 모든 대중 교통 승객은 Child myki 
카드를 구입하여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이하의 승객에게 적용되며, 만18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학생과 관광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만 17세 및 18세 이용객은 대중 교통으로 이동할 때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예: 빅토리아주 운전 면허증, 운전 연습 허가증, 연령 
증명 카드 또는 여권) 또는 기타 할인 대상 카드(예: 빅토리아주 대중 
교통용 학생 ID)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하 어린이는 
연령 증명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페이지 ptv.vic.gov.au/tickets/myki/ 
concessions-and-free-travel/children-and-students/ 
children를 참고하세요.

http://ptv.vic.gov.au/tickets/myki/ concessions-and-free-travel/children-and-students/ children
http://ptv.vic.gov.au/tickets/myki/ concessions-and-free-travel/children-and-students/ children
http://ptv.vic.gov.au/tickets/myki/ concessions-and-free-travel/children-and-students/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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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에서 학업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빅토리아주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study.vic.gov.au/en/study-in- victoria/pages/default.aspx)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학교 시스템
빅토리아의 학교 시스템은 다양한 교과 과정과 헌신적인 선생님, 그리고 모든 학생이 지닌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시켜주는 것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학생의 학업 진척도를 공유합니다.

학습 공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공간은 
교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한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공원이나, 동물원,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룹에 속하여 학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학습은 교실을 비롯해 수업 시간 
외에도 이루어집니다(예: 숙제 및 시험 
공부).
교실 수업은 상호 작용을 통해 재미있게 
진행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실에서는 열정적인 토론에 
참여하거나,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빅토리아주에서는 자신이 속한 ‘학년’에 
따라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예비(Prep) 
학년부터 10학년은 빅토리아주의 교과 과정 
F-10에 따라 학습하게 됩니다. 11학년과 12
학년은 빅토리아주 교육 증명서(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VCE)를 목표로 
학습합니다. 평가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말에 치르는 시험을 통해 일년 동안 학생의 
학업 진척도를 측정합니다. 학교에서 
현장학습, 다양한 스포츠 및 음악 활동과 
같은 특별 활동이나 체험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친구를 사귀고 
영어 말하기와 자신감을 기르기에도 좋은 
방법이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교사
빅토리아주의 교실 분위기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해 더 편안한 느낌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이지만,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존칭과 성을 붙여서 
부르고(예: Dr, Ms, Mr 또는 Mrs Jones),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돕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부여하며, 영감을 줍니다. 
선생님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항상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 생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ISC가 도와 드립니다.

학업 진척도 보고서
대부분의 학교는 호주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일년에 두 번 학부모/선생님 면담에 
초대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무모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전화 면담을 마련할 
것이며 일부 ISC는 해외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성적표의 번역본을 받게 됩니다. 
호주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의 자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ISC는 가족의 첫 번째 연락 창구입니다. 
학부모는 언제든지 학교에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61 3 7022 1000) 또는 
이메일(international@education.vic.gov.
au)로 국제교육부(International 
Education Division)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학교 일과

8:30am 수업 시작

8:30am– 
9:25am 

1교시

9:25am–
10:15am

2교시

10:15am– 
10:45 am

쉬는 시간

10:45am– 
11:35am

3교시

11:35am– 
12:20pm

4교시

12:20pm–  
1:20pm

점심 시간

1:20pm–
2:10pm

5교시

2:10pm–
3:00pm

6교시

3:00pm 학습 지원 또는 하교

빅토리아주에서의 학업 및 생활

mailto:international%40education.vic.gov.au?subject=
mailto:international%40education.vic.gov.au?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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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본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건강과 웰빙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물론 개인 위생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건강
홈스테이 생활을 하는 동안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팁:

 운동하기: 가능하다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보다는 
걷거나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여유 
시간에 달리기를 해보세요. 홈스테이 가족이나 학교에 
운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물어보세요. 

건강한 음식 섭취: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면 정신 및 신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 섭취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스포츠 팀 참여:호주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빅토리아주 중/
고등 학교(Secondary School)에서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즐기는 운동부터 학교 대항 경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및 경쟁 대회가 펼쳐집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홈스테이 가족이나 ISC에게 말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자세한 내용은 ‘병원 진료’ 부분 참조).

정신적 건강 

가족 및 친구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팁:
• 주기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해 보세요.
• 스포츠 팀에 참여하거나 학교 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공부 중에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 가능한 자주 최소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교내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개인 위생
건강은 위생과 직결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과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 손을 씻으세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샤워를 하세요. 호주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샤워하기, 깨끗한 옷 
입기, 적절한 데오드란트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여성 위생 용품은 빅토리아주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큰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여성 위생 용품은 
본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탐폰에 
어플리케이터가 없습니다. 적절한 위생 
용품을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홈스테이 
가족이나 ISC와 상의하세요.
구강 위생 또한 중요하며,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과 자기 전에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6
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면 
장기간에 걸쳐 치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 진료: 예약 방법
병원을 예약하려면 유학생 의료 보험 
(Overseas Student Healthcare Cover, 
OSHC)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OSHC에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1: y학생 의료 보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모님/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 기관을 
지명
옵션 2:  부모님/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 
기관이 호주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에 학생을 대신해 OSHC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
옵션 1을 선택한 경우 부모님/법적 보호자 
또는 교육 기관에 OSHC 정보가 전달됩니다. 
호주에 올 때 해당 정보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2를 선택한 경우 ISC가 이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전달합니다.
진료 예약 시 선호하는 의사나 의사의 
성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 사항에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도록 ISC 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의사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youthcentral.
vic.gov.au/advice-for- life/health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C에게 연락하거나, 
홈스테이 가족과 대화하거나,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자세한 내용은 ‘병원 진료’ 부분 참조).
ISC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ISC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신 건강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eHeadspace Kids Helpline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고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정신 건강 전문가와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는 
웹사이트

상담사와 비밀리에 상담하거나 해당 지역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24시간 직통 전화 서비스

웹사이트: headspace.org.au/eheadspace 전화번호: 1800 55 1800

http://youthcentral.vic.gov.au/advice-for- life/health
http://youthcentral.vic.gov.au/advice-for- life/health
http://headspace.org.au/ehead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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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책임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이자 호주 임시 거주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책임을 지니며 이는 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안전하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소속된 어른들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과 
빅토리아주 공립 학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 직원,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학생들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에 걸맞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보, 지원,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증명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누군가로 인해 
불편 또는 불행하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학교가 여러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ISC,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우려 사항을 
듣고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왕따 또는 괴롭힘 

빅토리아주의 학교는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고, 모범으로 삼고, 권장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모든 학교는 왕따나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모든 행동이 
왕따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신체적 또는 온라인에서 
행하는 왕따나 괴롭힘(사이버 왕따 또는 
괴롭힘)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왕따나 괴롭힘을 
당할 때 해야 할 일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SC,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는 홈스테이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학생의 상태를 돌보고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Bully Stoppers

Bully Stoppers라는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거나 비밀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education.
vic gov.au/about/programs/ 
bullystoppers/Pages/default.aspx를 
참조하세요.

교칙
모든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행복, 
안전,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교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한 후 ISC
가 교칙에 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약물 및 술
본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음주, 흡연, 도박은 물론, 
약물 사용이 불법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youthcentral.vic.gov.au/
advice- for-life/know-your-right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상황 및 도움이 필요한 상황
비상 상황은 누군가의 건강, 생명 또는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그래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대중 교통에서 길을 잃었거나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길을 잃었거나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을 때 

길을 잃었거나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을 
때 또는 그렇다고 우려되는 경우, 즉시 ISC
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ISC는 방학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 도착했을 때 ISC가 
전달한 학생 안전 카드(Student Safety 
Card)에 자세한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또는 심각한 부상의 
모든 응급 상황:

Dial: 000 번

Dial: 112 번 (휴대전화 이용 시, 신호나 
네트워크 연결이 안되는 경우).

비상 상황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ISC, 
홈스테이 가족(해당되는 경우), 소속 학교 및 
부모님/법적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유학생 프로그램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웹사이트의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tudy.vic. gov.au/en/living-in-victoria/
health- and-safety/Pages/default.aspx

비상 상황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ISC, 홈스테이 가족 (
해당되는 경우), 소속 학교 및 
부모님/법적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http://education.vic gov.au/about/programs/ bullystoppers/Pages/default.aspx
http://education.vic gov.au/about/programs/ bullystoppers/Pages/default.aspx
http://education.vic gov.au/about/programs/ bullystoppers/Pages/default.aspx
http://youthcentral.vic.gov.au/advice- for-life/know-your-rights
http://youthcentral.vic.gov.au/advice- for-life/know-your-rights
http://study.vic. gov.au/en/living-in-victoria/health- and-safety/Pages/default.aspx
http://study.vic. gov.au/en/living-in-victoria/health- and-safety/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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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관련 자료
다음 내용은 부모님이 지명하거나 학교에서 소개한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부모님 또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서 승인한 친척과 
함께 거주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새로운 집
여러분이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는 동안 최고의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내서에서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홈스테이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홈스테이 가족은 학교에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선택하며, 일부 가족은 수년 동안 
유학생들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거주하기 최소 4주 전에 
배정됩니다. 홈스테이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스테이 프로필(Homestay 
Profile)이라는 문서로 교육 기관이나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프로필에는 여러분이 
생활하게 될 집의 사진과 홈스테이 
부모님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나 다른 학생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연령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연락하고 
싶다면 ISC에게 요청해주세요. 가장 적합한 
연락 수단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ISC의 
연락처는 홈스테이 프로필과 함께 제공한 
도착 지원 양식(Arrival Support Form)에 
적혀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제공하는 사항
홈스테이 가족은 여러분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거주하기에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 어린이 안전 기준(Child Safe 

Standards)에 부합하는 가정
•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1인실
• 간식을 포함하여 주 7일, 하루 세 끼의 

식사(자세한 내용은 ‘음식’ 참조)
• 가구 및 물품 - 침대, 옷장, 수건, 침구류
• 공공 서비스 - 가스, 전기, 난방 및 수도 

요금, 인터넷
• 공동 생활 구역 청소 서비스
• 거주지 내 생활 구역 사용
• 학습 관련 물품 - 책상, 책상 스탠드, 책장
• 학부모 대신 학부모/선생님 저녁 모임에 

참석

일반적인 홈스테이 가족
호주는 다양한 구성과 배경을 지닌 가족이 
많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입니다. ‘
일반적인’ 호주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홈스테이 가족도 없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본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가족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홈스테이 가족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 가족의 공통점은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가족 형태가 
다른 것을 보고 놀라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본국과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 홈스테이 가족은 독신이거나 부부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호주에서는 가정에서의 성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두드러집니다. 부모님 
모두 요리나 청소를 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합니다.

• 여성이 가족을 이룬 후에 계속 일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며, 가족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잘 지내기 호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도움받기

빅토리아주에서의 홈스테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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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일상 생활하기
호주 가정의 평일의 일상은 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다양하지만, 보통 오전 8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수업시간은 보통 8시 30분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많은 호주 어린이들이 스포츠나 
음악 수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숙제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종종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 
부엌의 아일랜드 식탁, 또는 TV 앞).

주말 활동 또한 본국에서 하던 활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언어 수업, 스포츠 또는 공연 예술과 
같은 교과외 활동에 참여합니다. 

가족들은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십대들은 쇼핑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홈스테이 가족을 
알아가고, 영어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나의 홈스테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주지 형태:

독 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많은 호주 가정에서 부엌은 종종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홈스테이 
집에는 정원이나 발코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애완동물
일부 홈스테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애완동물을 기릅니다:

토끼 심지어 닭까지!

고양이 개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ISC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홈스테이 가족을 알아가고, 
영어 실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빅토리아주로의 유학 준비를 위한 안내서    \   2928   \   빅토리아주로의 유학 준비를 위한 안내서

도착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호주행 비행편 예약 

학생이 호주에 도착하기 4주 전에 
부모님이나 교육 기관에서 교육청의 항공편 
세부 정보 양식(Flight Details Form)을 
작성하여 항공 티켓 영문 사본과 함께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편 세부 
정보 양식을 제출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도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도착                   
교육청은 학업 시작 7일 이전의 학생 
복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는 홈스테이 입주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시간 

도착 예정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중 및 홈스테이로 이동
멜번에 도착하면 담당 ISC나 소속 학교 
교직원이 공항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국을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도착 지원 
양식(Arrival Support Form)이 제공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속 학교 이름
•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의 이름
• 소속 학교를 대표하는 교직원의 

휴대전화 번호
• 소속 학교를 대표하는 교직원의 신체적 

특징 설명 (해당 교직원은 공항에 마중 
나올 때 학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 공항에서 만날 장소 사진
• ISC 연락처
• 비상 연락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해외 유학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이 살 곳을 직접 
살펴보거나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만나는 소속 학교 교직원은 
추가 인원(가족 포함)을 홈스테이 집에 
데려다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해당 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는 숙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
예: 함께하는 식사)에는 흔쾌히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의 가족이 함께 동반한 경우 ISC가 
홈스테이 근처의 숙소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동반하여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ISC
에게 미리 알리고 항공편 세부 정보 양식
(Flight Details Form)에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
원하는 경우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이 
공항으로 학생을 마중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ISC에게 사전에 알리고 
항공편 세부 정보 양식(Flight Details 
Form)에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호주 도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ISC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로 가는 동안 도착 지원 양식
(Arrival Support Form)을 항상 
소지하세요.

도착 후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한 팁
여러분이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했을 때 신나고 행복한 기분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장거리 여행 끝에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으며 막막한 
기분이 들거나 집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도착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공해 드립니다.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
홈스테이 가정에 도착하는 순간은 정말 설렙니다!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홈스테이에 가정에 도착하여 홈스테이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에 처음 도착하면 홈스테이 가족의 소개를 받고 새로운 집을 구경하게 됩니다. ISC가 잠시 여러분과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남아서 짐을 정리하고, 남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침실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면 
홈스테이 가족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본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고 
알려주세요.

• 음식을 섭취하세요(여러분이 도착하면 홈스테이 가족이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으세요.

• 낮잠을 자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 홈스테이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간단히 
소개해 보세요.

• 홈스테이 가족이 인근 지역을 구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날에 하기에 좋은 활동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침실에만 있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면 홈스테이 가족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

언어 및 문화적 차이
Unde영어를 알아듣고, 말하고 쓰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 그냥 뱉어보세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 통역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기술이 친구가 되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글 번역 
(Google Translate) 같은 번역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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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생활
다음은 호주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모든 홈스테이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식수
호주의 수돗물은 마셔도 안전합니다. 호주에서는 정수기나 생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식 

호주의 음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가정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가정집에서 흔히 먹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토스트, 시리얼, 뮤즐리, 요거트

오전 간식:  과일, 뮤즐리 바, 요거트, 치즈 및 크래커

점심:  샌드위치와 과일 한 조각 또는 학교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고기와 야채와 같은 음식

오후 간식:과일, 뮤즐리 바, 라면, 야채 스틱, 치즈 및 크래커

저녁:고기와 야채를 곁들인 밥이나 파스타

잠자리 전 간식: 따뜻한 음료 
(예: 차, 핫 초콜렛), 케이크 한 조각, 비스킷

여러분이 본국에서 먹어온 음식과 홈스테이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식(채식주의 등), 종교식 식이요법을 따라야 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홈스테이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많은 호주 가정에서 다음날 점심에 먹을 수 있도록 저녁 식사로 여분의 음식을 만듭니다. 
학교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므로 점심을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식기 및 수저
호주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기와 수저는 본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은 나이프, 포크, 스푼을 
사용하여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자신에게 맞는 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전제품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법을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탁기부터 주전자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이 사용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홈스테이 가족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류
홈스테이 가족은 여러분에게 최소한 다음을 제공합니다.
• 베개 및 베개 커버
• 매트리스 커버 및 침대 시트
• 이불(‘두나(doona)’라고도 함) 및 이불 커버
빅토리아주의 겨울은 추울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이불이 따뜻하지 
않으면 홈스테이 가족에게 여분의 이불을 요청하세요. 이 문제를 
홈스테이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 불편하면 ISC에게 연락하세요.

집안 청소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족은 모두가 집안일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집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에게 식사 전에 식탁을 차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거나, 개인 공간을 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정에서 요리나 청소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화장실 에티켓
호주에서는 물을 부족한 자원으로 여기고, 많은 가정이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기억해 
두세요.
• 샤워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지 마세요.
• 수도 꼭지를 항상 완전히 잠그세요.
• 휴지만 변기에 버리세요. 다른 것을 넣으면 변기가 막힙니다.
• 양변기 위에 절대로 쪼그리고 앉지 마세요. 변기가 부서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빨래 
빨래와 관련된 부분은 홈스테이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빨래를 도맡아 하지만 자녀(특히 십대 
자녀)가 도와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기에 옷 넣기, 
빨래줄에 널기, 건조된 옷 가져오기 등이 있습니다. 호주는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의류 건조기를 이용하는 대신 빨래를 밖에 있는 
빨래줄에 널어서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이 그 
방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본인 빨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집안 규칙
각 홈스테이 가족마다 고유의 기대 사항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태도
• 청소/집안일
• 공동 시설(예: 화장실, 주방, 세탁기) 사용
• 정해진 귀가 시간
• 홈스테이 집 외 외박에 대한 허락
• 친구와의 외출
• 손님 초대



개인 안전 및 소통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홈스테이 
가족과 ISC에게 항상 알려주세요.
제시간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홈스테이 가족에게 알리고 
친구와 외출하고 싶을 때는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외출했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 홈스테이 가족이나 ISC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빅토리아주에 도착하면 ISC가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학생 안전 카드(Student Safety Card)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카드를 항상 소지하세요. 학생 안전 카드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스테이나 학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ISC,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홈스테이 비용 결제
홈스테이 비용 결제 절차
모든 홈스테이 비용 결제는 전자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ISC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홈스테이 가족과 부모님/
법적 보호자에게 결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행, 외박 및 방문객
가족의 방문
가족과 함께 호주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후에 가족이 
방문하고자 한다면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해당 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는 
숙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예: 함께하는 식사)에는 흔쾌히 참여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방문하길 원한다면 ISC가 홈스테이 근처의 숙소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외박
친구 집에서 자는 등 외박을 하고 싶다면, 홈스테이 가족과 부모님/
법적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ISC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중 여행 계획
연중에 호주를 여행하거나 본국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홈스테이 가족과 ISC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 여행 정책(Student 
Travel Policy)에는 항상 학생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여행(여행사를 통한 여행 포함)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 여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본 안내서가 여러분의 호주 홈스테이 경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멜번을 비롯한 빅토리아주 전역의 도시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연중에 호주를 여행하거나 본국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홈스테이 
가족과 ISC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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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긴급 상황: 경찰, 구급차, 소방차
경찰, 구급차, 소방차를 요청하세요. 이것은 
무료 통화이며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al: 000
Dial: 112 (휴대전화에서)
Dial: 106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기기(TDD)
에서

비긴급 생활민원: 경찰서
Dial: 131 444
Web: police.vic.gov.au

호주 세무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File Number 신청
Dial:     13 28 65
Web: ato.gov.au

빅토리아주 법률 지원
법률 정보 서비스
Dial: 1300 792 387
Web: legalaid.vic.gov.au

주호주 외국 대사관
Dial: 02 6261 1111
Web:  dfat.gov.au/about-us/ 
              foreign-embassies/pages/ 
              foreign-embassies-and- 
              consulates-in-australia

빅토리아주에서 학업

교육청 국제교육담당부
Dial:    +61 3 7022 1000
Web:    study.vic.gov.au

빅토리아주 교육 수료증(VCE) 및 대학 입학

빅토리아주에서의 학업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
For more information on study 
assessment in Victoria: 
Web:   vcaa.vic.edu.au/Pages/vce/ 
            studies/index.aspx

건강과 의료
학생 안전

학생 안전 및 비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For information on student safety 
and what to do in an emergency:
Web:    study.vic.gov.au/en/living-in- 
             victoria/health-and-safety/ 
             pages/default.aspx

건강 보험
Web:     studyinaustralia.gov. au/ 
              global/live-in-australia/ 
              insurance

전화 의료 상담 (Nurse on Call)
Dial: 1300 60 60 24

빅토리아주 독극물 정보 센터
Dial: 13 11 26

Lifeline Australia 24시간 위기 지원 전화 
및 정신 건강 서비스:
A 24-hour crisis support line and 
mental health services:
Dial: 13 11 14
Web: lifeline.org.au

유용한 웹사이트

화폐 및 은행
Web: moneysmart.gov.au

호주 우체국 모든 우체국 위치 포함:
Includes all post office locations:
Web: auspost.com.au

시간 및 날짜

본국 시간과 빅토리아주 시간 확인하기.
Check the time in your home country 
or the time in Victoria:
Web:     timeanddate.com/worldclock

생활비
학비 및 비용에 대한 최신 견적 확인:
Web:    www.study.vic.gov.au/ en/ 
             international-student- 
             program/school-fees/pages/ 
             default.aspx

이민 및 비자

이민부
Dial: 131 881
Web:     homeaffairs.gov.au

교통

도로 지도 및 길찾기
Web:   google.com/maps

멜번 공항
멜번 및 아발론 공항 – 
국제 및 국내 항공 여행:
Web: melbourneairport.com.au
Web:    avalonairport.com.au

멜번 공항 버스
스카이 버스는 멜번 공항과 도심 사이를 
운행합니다.
Web: skybus.com.au

대중교통: PTV
Dial: 1800 800 007
Web: ptv.vic.gov.au

관광

빅토리아주
Web: visitvictoria.com

멜번 시내
Web:    whatson.melbourne.vic.gov.au
Web: visitmelbourne.com

빅토리아주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빅토리아주에서의 생활과 여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Web:     liveinmelbourne.vic.gov.au

멜번의 국제 학생 가이드
멜번에서 학생 생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
Web:    melbourne.vic.gov.au

유용한 정보
여러분은 빅토리아주에서 생활을 할 준비가 되었으며,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의 연락처 정보와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앱

이 중 일부는 타국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호주에 도착 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멜번 연구 앱: 
Unlock Melbourne

지도: 
Google Maps

소셜미디어: 
WeChat, Facebook, Instagram 

오락:  
Spotify, YouTube

메시지 앱: 
WhatsApp, Facebook Messenger 

정신 건강: 
Headspace

대중 교통: 
PTV, Tram Tracker

번역: 
Google Translate

우리는 본 안내서가 빅토리아주로의 유학을 
준비하는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주와 
멜번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저희가 
제공한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제 교육부  
(+61 3 7022 1000) 혹은 학교의 국제 학생 
코디네이터(ISC)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준비에 행운을 빌며,  
곧 빅토리아주로 오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https://www.police.vic.gov.au
http://ato.gov.au
https://www.legalaid.vic.gov.au
http://dfat.gov.au/about-us/foreign-embassies/pages/foreign-embassies-and-consulates-in-australia
http://dfat.gov.au/about-us/foreign-embassies/pages/foreign-embassies-and-consulates-in-australia
http://dfat.gov.au/about-us/foreign-embassies/pages/foreign-embassies-and-consulates-in-australia
http://dfat.gov.au/about-us/foreign-embassies/pages/foreign-embassies-and-consulates-in-australia
http://www.study.vic.gov.au
https://www.vcaa.vic.edu.au/pages/vce/studies/index.aspx
https://www.vcaa.vic.edu.au/pages/vce/studies/index.aspx
https://www.vcaa.vic.edu.au/pages/vce/studies/index.aspx
https://www.study.vic.gov.au/en/living-in-victoria/health-and-safety/pages/default.aspx
https://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insurance
https://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insurance
https://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insurance
http://lifeline.org.au
http://moneysmart.gov.au
http://auspost.com.au
http://timeanddate.com/worldclock/
http://www.study.vic.gov.au/en/international-student-program/school-fees/pages/default.aspx
https://www.homeaffairs.gov.au
https://maps.google.com
http://melbourneairport.com.au
http://avalonairport.com.au
http://skybus.com.au
http://ptv.vic.gov.au
http://visitvictoria.com
https://whatson.melbourne.vic.gov.au
http://Thatsmelbourne.com.au
http://visitmelbourne.com
https://liveinmelbourne.vic.gov.au
https://www.melbourne.vic.gov.au/community/health-support-services/for-young-people/international-students/Pages/international-stud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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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COS Provider Name and Code:  
Department of Education, 00861K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유학생 프로그램
교육부

GPO Box 4367, Melbourne Victoria 3001, Australia

Tel: +61 3 7022 1000

Email: international@education.vic.gov.au

Web:  study.vic.gov.au

mailto:international%40education.vic.gov.au?subject=
http://www.study.vic.gov.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