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여름방학
-가족연수

호주 골드코스트
Imagine Education



지역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기간 2023년 7월 24일(월) ~ 8월 18일(금)  *최소 1주~4주

대상 만 6세 ~ 만 16세 *수업시작일 기준

학교 Imagine Education Australia

숙소 형태 호텔 / 에어비앤비 / 홈스테이 중 선택 가능

항공편
- 인천 – 브리즈번 직항 *약 170만원

- 인천 – 시드니 경유 – 골드코스트 *약 140만원

- 인천 – 일본 경유 – 골드코스트 등 *약 120만원

모집 정원 50명

참가비
엄마1 + 자녀1 기준

환율 900원 기준

- 3주 자녀 학비만 *약 210만원

- 3주 자녀 학비 + 홈스테이 + 공항픽업 *약 600만원

- 3주 자녀 학비 + 호텔 + 공항픽업 *약 980만원

수업 특징

- 호주 교육청 인가된 학교에서 영어 수업 진행
- 월-금 9am – 3pm : 오전 영어 수업 + 오후 액티비티
- 수업 첫날 오리엔테이션, 레벨테스트 진행
- 주니어 / 시니어 교실별로 최대 18명으로 반 편성

Chongro
강조



학교소개
Imagine Education
황금해안 도시인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Imagine Education 은

전세계 다양한 국적의 성인 유학생과 주니어 유학생이 재학 중인

사립 전문 컬리지 교육기관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주니어 영어 프로그램 과정의 경우

호주 퀸즐랜드 주 교육과정을 기초로 영어공부(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는 물론

사회, 과학, 수업 체육, 미술, 예술 등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호주 현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료와 수업 환경을 경험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다국적 교우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골드코스트 Imagine Education에서 방학 기간 동안

호주 초·중·고 수업 환경 경험 및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unior English 수업 장면



Imagine Education
주니어 방학연수 프로그램 소개

■ 지역 : 호주 골드코스트 (Gold Coast)

■ 학교명 : Imagine Education

■ 연수 내용 : 풀타임 영어 수업 (Junior English) + 교내외 액티비티

■ 숙소 옵션

(A) 홈스테이 : 호주 현지인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

수업이 있는 날은 홈스테이 부모님이 직접 운전해서 학교까지 등하교 픽업 제공

(B) 호텔 또는 Airbnb : 보호자와 함께 생활

Southport, Surfers Paradise 중심가일 경우, 이메진 스쿨버스 유료 신청 가능

■ 수료증 : 호주 교육청 공인 어학연수기관 영어과정 Certificate 수여

(출석률 80%이상 문제 없이 수업에 참석한 경우)





골드코스트
연중 기온



연수 기관(학교) 대상 교실 연수기간

Imagine Education
만 6~11세 Junior Class

1~4주
만 12~16세 Senior Class

주니어 방학연수 신청 안내

※ 홈스테이 또는 개별 예약 숙소 중 선택 가능

※ Scholar(영어수업 중심) 또는 Explore(액티비티 중심) 시간표 중 선택 가능

※ 평일 풀타임 전과목 영어 수업 및 교내외 액티비티 포함

※ 만 5세 이하 자녀는 학교 바로 옆 차일드케어 센터 입학 가능

※ 스쿨버스 옵션 신청 가능 (스쿨버스 이용료 주 $30,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주 호주 학교 원데이 참관수업 옵션 신청 가능 (신청비 $200, 최대 15명 신청 가능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준비사항 –
* 여행자보험

* ETA 관광비자
* 왕복 항공권
* 필기구 등



• 호주는 영어연방 국가로서 영국식 영어 문법과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 홈스테이의 경우, 호주 가족들과 생활하며 호주식 영어 표현과 호주 의식주 문화, 매너와 에티켓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의사 전달능력 향상을 목표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발음, 문법 등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드라마, 신문 사설 독해, 문학, 국제 시사 문제 토론, 수학, 과학, 문화, 기술, 체육 등 호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목 수업 자료와 방식을 통해 영어 수업을 듣고, 한국 학교와 완전

히 다른 분위기에서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방학연수 수업 및 액티비티 내용



2023년 여름방학 시간표 종류 (택1)
Scholar (English Focus) Explore (Activity Focus)

 매일 오전 영어수업
 월,화,목요일 오후 영어수업

 화요일 전일정 교외 액티비티
 월,목요일 오후 교외 액티비티

Enrolment fee $250
Material fee $75
Tuition fee $440 p/w

Enrolment fee $250
Material fee $200
Tuition fee $550 p/w

공통사항
- 오전 9시 등교, 오후 3시 하교
- 월,수,목,금요일 오전 영어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스포츠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weekly theme 교내 액티비티

종로유학
추천시간표



Scholar (English Focus) Explore (Activity Focus)

SAMPLE TIMETABLE ※현지 상황에 따라 Weekly Theme, 액티비티, 수업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업은 영어/사회/과학/수학/문학/예체능과 연관된 직간접적이고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 스쿨버스 정류장
 Surfers Paradise : ○○호텔 주정차장 (추후 공지) 

 Southport : SOPO (Imagine 성인영어 Central Campus 근처)

호텔, 에어비앤비 추천 지역 정보

※ 등교 준비물:
간식, 도시락, 음료, 

필기구, 모자, 썬크림
(수&금: 운동화)

숙소



홈스테이 전문 기관에서 추천하고 엄선한 호주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Gold Coast Homestay

이메진 홈스테이는 만 8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소 2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귀국 후에도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안부를 묻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호주 가정식 예시
[아침] 시리얼 또는 토스트 [점심] 샌드위치 [저녁] 파스타, 퓨전음식, 육류요리 등

홈스테이 주의사항
- 홈스테이 가정 생활 패턴에 맞춰 생활해야합니다. (식생활, 샤워시간, 수면시간 등)

- 주택화재보험 커버리지 문제로 주방 화기 사용이 불가한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호스트가 제공하는 식사 위주로 식사 또는 외식)

- 주중 지정된 등하교 픽업시간 외 따로 일정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이나 우버로 이동해야합니다.
- 주말 외출시 대중교통이나 우버로 이동해야합니다. 

가족형 홈스테이 신청비

홈스테이 정보



3주 기준 자녀 학비만
(액티비티 포커스)

자녀 학비
+ 홈스테이

자녀 학비
+ 호텔

보호자1 + 자녀 1 240만원 450만원 980만원

보호자1 + 자녀 2 420만원 750만원 1,300만원

(호주달러 900원 기준)

예상 금액 안내 (환율 및 숙소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포함: 수속료, 항공비, 관광비자(ETA)신청비, 여행자보험비, 식비, 주말 여행비 등

※ 포함: 입학금, 학비, 수업자료비, 공항픽업비, 평일 통학 셔틀버스비

4주 기준 자녀 학비만
(액티비티 포커스)

자녀 학비
+ 홈스테이

자녀 학비
+ 호텔

보호자1 + 자녀 1 290만원 500만원 1,200만원

보호자1 + 자녀 2 510만원 840만원 1,550만원

※ 학업 기간 또는 가족 구성이 다른 경우, 문의주시면 새로운 견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영어 수업
추가신청시

General English
오후반 파트타임
(12:45 – 2:45)
3주: 58만원
4주: 70만원



4주 등록학생 한정

호주사립학교 원데이 수업 참관 신청 가능

(유료 신청) 참가비 $200

- 2023년 8월 중 진행 예정

- 최대 15명 신청 가능합니다. 

- 선착순 신청 접수받습니다.

- 어머니 동반 방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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