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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ouse World Organisation

IHWO는 주기적으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며, IH Brisbane - ALS는 항상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House World Organisation (IHWO) 는 교육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품질과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영어학교이며, 전세계에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160개 이상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는 1953년 John 과 Brita Haycraft에 의해 언어 교육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그룹 학교들은 IHWO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IHWO를 언어 교육 분야와 언어 교사 교육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과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ihworld.com을 참조 하십시오. 

IH Brisbane - ALS  수상 내역

IH Brisbane - ALS 캠퍼스는 아름다운 브리즈번 시티 도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차역/버스정류장, 보타닉가든, 식당 외에 모든 편리시설이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사우스뱅크 걸어가서 바베큐를 즐기거나 문화복합시설인 Cultural Centre에서 각종 전시 및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 단연 최고의 시설을 갖춘 IH Brisbane - ALS 캠퍼스는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제공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면, 학교즈 카페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 합니다. 냉방시설을 겸비한 28개의 교실, 스터디룸, 상담실, 컴퓨터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있는 학생식당, 야외 테라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네마/휴식 공간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캠퍼스의 하이라이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캠퍼스 시설

Why IH Brisbane - ALS?

IH Brisbane - ALS는 2019년 퀸즐랜드 지역에서 다수의 대학들과 경쟁하여 International Education Trainer 부분 최고의 학교로 선정 되었습니다



수업시간 |  주당 25 시간 + 5시간 서포트 (선택사항)

코스기간 |  4주 과정

나이 |  7-13세 (부모님 동반 필수)

날짜 |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12일

학년별 클라스          | 1학년-3학년 / 4학년-6학년 (등록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학비 (필수) |  입학금: $220
|  학비: AU$2,000 / 4주
|  교재비: AU$80 / 4주
|  주말 여행 2회 (2명 기준), 시티출발, 버스 및 티켓 포함
|  1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 무비월드) 
|  1일 션샤인코스트 (몽트빌 + 씨 라이프 + 션샤인코스트 해변)
|  퀸즐랜드 공립학교 버디 프로그램:  (1일 프로그램) *EQI 정책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티셔츠: 1개 – 추가 구입 가능 
|  후드티: 1개 - 추가 구입 가능
총 AU$3,025 

선택사항 | 모닝티/점심: AU$400 / 4주

IH Brisbane – ALS Young Learners Programme은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끼에 하는 수업 구성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무엇보다도어린학생들에게영어학습을위한올바른환경을조성하며세심한직원들과우수한선생님들의
가르침이뒷받침됩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를 충족시킬 균형잡힌 액티비티를 통해 학생들은 호주 문화를 체험할수 있습니다. 수업은 영어의 모든
매크로기술을다루지만영어를사용하는환경에서의사소통과자신을표현하는능력에중점을둡니다. 컨텐츠및언어통합
학습의요소를사용함으로써, 우리는과학, 수학과같은교과과정과목에도중점을둘것입니다. 이는어린학생들이콘텐츠와
언어에동시에참여하게되면서, 학습을위한이상적인조건을만들어냅니다.

IH Brisbane - ALS 
Young Learners Programme

The place  to learn English!



수업 구성 및 성취

IH Brisbane - ALS 
Young Learners Programme

어린 학생들은 노래와 비디오를 함께 사용하여 영어에 대해 더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쉽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호주의 전통적인 문화를 배우해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Physical games
역동적인 페이스로 학습 및 교육의 핵심 요소를 통합한 이 섹션은 어린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를 행동으로 연결 할 수 있게 도우며, 직접 몸으로 
활동하며 즐길 수 있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Journal writing (describing images and items)

프로세스 작성과 학습 및 교체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사진, 
미디어,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냅니다.

Reading (class led and individual reading time)

체계적인 독서 활동은 어린 학생들의 어휘를 확장하고 의미를 학습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해당 활등을 통해 독서가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텍스트는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들로 선택되며, 선생님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도움을 
줍니다

English through media

Creative English
이 섹션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과 사물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의 흥미를 유도하여 일간 또는 주간 학습 주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예술 및 과학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은 지침을 따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Support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선택으로 선생님의 감독하에 개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더 알고 싶은 영역을 탐색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은 호주 퀸즐랜드 공립학교에서 실제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퀸즐랜드 공립부 학교에서 현지 호주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호주 학교의 실제 학교 생활을 체험하고 호주 친구들과 학교 수업에 함께 참석 하게 됩니다.

Sample Schedule *EQI 정책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Time Program detail

9:15am  Welcome and exchange of greetings 
Introduction to Australian buddy

10:00am  Welcome morning tea and introduction to buddy

11:00am  Classroom integration with buddy

1:00pm Lunch

2:00pm Activities or classroom integration with buddy

2:30pm Formal farewell and exchange of gifts 

퀸즐랜드 공립학교 버디 프로그램



Young Learners Programme
Timetable

*14:45-16:00: Study room available

*14:45-16:00: Study room available



Young Learners Programme
Timetable

*14:45-16:00: Study room available

*14:45-16:00: Study room available



최고급 호텔

최고급 호텔로 학교에서 도보로 5분-10분 거리로, Brisbane CBD 중심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레스토랑, 공원, 쇼핑샵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티 보타닉 
가든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자연 속 산책과 함께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몇 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평화로움을 만끽 할 수 있습니다.

방 종류 |  2 베드룸 (최대 3명, 1 킹베드, 1싱글베드)
|  냉장고, 가스 쿡탑,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오븐, 세탁기, 세탁건조기, 소파,
인터넷 (무제한), TV

공용 시설 | 수영장, 운동시설, 바베큐 시설
가격 | 무료 공항 왕복픽업 서비스 (브리즈번 공항), 2명 기준, 1인 추가시 AU$95

|  AU$4,600 (28박)

*추가기간 호텔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프로그램 신청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Extra 1  부모님 영어교실

부모님 영어 교실은 자녀분들 수업이 시작이 된후 1일 2시간씩 월요일 부터 목요일, 1주 4일간 수업을 하는 영어 수업교실 
입니다.  회화, 문법, 어휘 그리고  재미있게 영어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입니다. 총 2개의 영어레벨로 운영이 되며 낮은 
레벨은 오전 9:30 부터 11시 30분 까지 이며 조금 높은 레벨은 오전 11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입니다. 

수업일: 월요일 - 목요일 - 4주 수업
2 levels – 낮은 레벨: 오전 9:30 – 11:30 / 조금 높은 레벨: 오전 11:30 – 1:30

Extra 2  부모님 골프
부모님 골프는 자녀분들의 수업 시간대에 브리즈번 근교에 있는 골프장에서 치실수 있도록 학교에서 예약을 해 드릴 것입니다. 

Green Fee는 요일 등에 따라 다르지만 카트를 포함 하고 있고 호주에는 캐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캐디비용은 없습니다. 

왕복 Pick up 도 학교에서 예약을 해 드리며 골프부킹은 최소 1주일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골프장비 대여는 없기 때문에 골프클럽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우천시에는 소액(약 AU$15) 부킹비용를 제외하고 리펀드됩니다. 

1주 1회 기준으로 골프를 치실수 있으시며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학교에 개인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4주 Young Learners Programme + 4주 (28박) 최고급 호텔
= AU$7,625

4주 Young Learners Programme + 4주 (28박) 최고급 호텔 + 4주 부모님 영어교실
= AU$8,325

4주 Young Learners Programme + 4주 (28박) 최고급 호텔 + 부모님 골프 (4회)
= AU$8,350

*추가 자녀 Young Learners Programme - AU$2,870 (왕복 공항 픽업 포함)

Package 1

Package 2

Package 3

프로그램 팩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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