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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국제교류,
임팩트 방식으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임팩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다양한
꿈이 있지만, 큰 가능성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임팩트에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English
Only Policy" 는 학생들의 빠른

수상 경력이 있는
학교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휼륭한 선생님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국제적 환경에 자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Chri Burgess,
Chris
Director
Dire

시티 중심지 위치

Why
Impact?
체계적인 정규과정 및
다양한 무료 추가수업 제공

영어사용 의무화(English Only
Policy)로 빠른 실력 향상
학생들의 탁월한 성공 스토리

경험많은 교사진과 직원들의 서포트

다양한 국적비율 및
소규모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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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브리즈번

진정한 다문화 도시 멜번은 호주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서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임팩트 영어 학교

멜번은 호주의 유행을

백만명의 다문화 인구를 자랑하
며,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리는 퀸즈랜드주의 수도입니다.

등에서 가까운 멜번 시내 중심의

라이브 음악의 중심지이기도

브리즈번 강변에 위치해 있고 이

브리즈번은 썬샤인 주라고도 불

는 대중교통, 관광명소, 카페, 식당

선도하는 도시로 최고의 식당,

는 도시인 브리즈번은 아름다운

호주의
썬샤인 주!

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한 아열대

따뜻한 날씨, 친절한 주민들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합니다.

기후가 일년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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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원 서비스
도서관 및 자율 학습 공간

쾌적한 교실
각층별 학생 라운지

교사 및
교직원

취업
준비!

임팩트를
공부하기 좋은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교직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팩트의
교사와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으며,
다양한 교수법과 학생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은 해외 경험 및
외국어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팩트에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팩트는
학생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영어, 바리스타/
카페 영어 및 매주 열리는 Job Club
과 Study Help을 통해 영문 이력서
작성법, 인터뷰 준비 및 호주
직장문화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임팩트는 모든 학생들이
취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준비, 취업 인터뷰 영어와
테크닉, 호주 직장 생활 등에 대한
정보 자료집(Job Resource Pack)
을 요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은
코스시작 첫 날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호주생활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각
도시별 특이사항과 주의사항,
임팩트 서비스 및 시설 이용방법,
공부방법등을 비롯하여 학생숙소,
홈스테이관련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 및 Wi-Fi

교내 카페

인턴쉽 프로그램
인턴쉽 프로그램
(멜번캠퍼스)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교육 및 접객업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호주 사회에서의 일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히고 영어 실력도
향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학업 상담
담임선생님과
학생의 개별
면담은 5
주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주마다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추후 대학 혹은
전문대학 과정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임팩트 패스 웨이 코스 및
시험 대비 코스 통해 입학이
가능합니다.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임팩트 학업관리 팀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개인상담
임팩트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 개인별
상황과 계획에
따라 캠퍼스
이동 (멜번,
브리즈번)과 코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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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tructure & study plan examples
BNE MEL

AVERAGE WEEKS

5

10

15

20

25

30

35

•

•

General English

•

•

Extreme English

•

•

IELTS/EAP

Intermediate

•

•

Barista/Café English

from Intermediate +

•

Business English

•

Cambridge Exam Prep.

•

Elementary 초급

10

General
English

Pre Intermediate 초중급 Intermediate 중급

Foundation

Upper Intermediate 중고급

Extreme
English:
Excel

Business
English

저는 임팩트에서 6개월간 공부했
습니다. IELTS준비과정을 통해
호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열의가 있고 지식이 많으셔서 제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잘 해주셨
습니다. 영어만 말하기
규칙 덕분에 저는

10

IELTS/EAP

익스트림 잉글리쉬
과정에서 만난 안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Anna, Taiwan & Sezer, Turkey

50

60

AM
PM

Advanced 고급

Excel
Upper Intermediate

Advanced

FCE

10

Extreme
English:
Foundation

10

Extreme
English:
Excel

12

10

Cambridge
Exam Prep:
FCE

General
English
((BNE
campus)

다.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했고
전보다 훨씬 유창하게 제 의견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요. 융통성있는 코스 구조가 마음
에 들고 제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AE

5

Barista/
Cafe
English (MEL
campus)

저는 영어공부를 하고 워킹홀리데
이를 체험하고자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 어느 도시로
갈지결정을 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임팩트는 브리즈번과 멜번 둘다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Juliana, Colombia

5

45

Upper Intermediate

일반영어 (General English)를
마친 후 저는 FCE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익스트림 잉글리쉬
(Extreme English)는 FCE준비과정
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인텐시브한 과정이긴 했지
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

10

40

Han, Korea

성적평가

나이제한

학생들은 매일
학습참여도,
과제, 시험,
작문 시험,
발표등 여러
활동들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업시간
모든 과정의 수업 시간은 주당
20시간입니다

반배정 및
레벨 업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반 배
정을 받으며 다음 단계로 올라가
는 것은 학습기간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적에 달려 있습니다.

3

Barista
Kickstart
(MEL
campus)
멜번으로 이주한 후 저는 멜번의
카페문화에 매료되어 바리스타
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과 킥스타트 (Kickstart)
프로그램은 호주 접객업을 잘 이해
할 수 있고 카페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었
습니다.

캠퍼스 이전 및
코스 변경옵션
임팩트의
학생들은
멜번과
브리즈번 캠퍼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코스변경을 통해 유연성
있게 학습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고
학습계획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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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offered
General English
레벨 초급 – 고급
공부 기간 2–50 주
수업시간 초급: 1:20–5:45PM /
초중급 - 고급: 8:50AM–1:15PM
레벨 완성 소요시간 약10 주
최소등록기간: 2 주

SESSION 1
8:50AM –

FOUNDATION 초중급 이상
EXCEL 중급 이상
공부 기간 레벨 당 10주
수업시간 1:20–5:45PM
최소 등록기간 10 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공부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영어에 초점을 맞추며, 일상적인
영어소통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학생이 필요로하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며,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ONDAY

TUESDAY

Topic
Introduction

Vocabulary
Grammar Focus
Phrasal verbs
Past simple &
Grammar Review present perfect

10:05AM

Extreme English

WEDNESDAY

추후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과정을
공부하거나, 캠브리지, 아이엘츠
등 아카데믹 영어과정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코스입니다.배우는 학생들에게
탄탄한 영어실력 을 심어 줄 수
THURSDAY

FRIDAY

Listening
Pronunciation
News hour
Dialogue with
Grammar Review /r/ & /l/

Vocabulary
Practical usage –
Prepositions
SESSION 2
10:15AM –
11:30AM
SESSION 3
11:45AM –
1:15PM

HOMEWORK

MONDAY
SESSION 1
1:20PM –
2:35PM

Grammar Focus
Comparatives &
superlatives

Writing Basics
Word order

Practical English
Language for
markets

Writing Extension Progress Tests
Writing emails

Communicative
Activity
Timed speaking
Reading
Newspaper
articles
Reading for detail

Social English
Hotel reservations
Listening
Taking phone
messages

Practical
Language Skills
The Amazing
Race: Melbourne
Markets

Pronunciation
Sentence stress
Social English
Travel phrases

Weekly Review

Listen to podcast

Reading for fun

Grammar
workbook

Writing

Weekend project

Conversation
practice
Check your
accuracy

Sample times only, subject to change (times may vary by 15–30 minutes depending on the class).

SESSION 2
2:45PM –
4PM

SESSION 3
4:15PM –
5:45PM

HOMEWORK

있도록 디자인된 심화과정으로
주 단위 능력 평가 시험을 통해
조리있게 말하고 듣는 능력과
필수작문, 독해 능력, 바로
사용가능한 문법등을 재 정리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특히, 익스트림
코스의 두번째 과정인 Excel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테스트 없이 임팩트
캠브리지 FCE, IELTS/EAP 혹은
비즈니스영어 과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Language focus
Prepositions
of movement
Grammar
Reading
Comparative
Things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adjectives
Speaking
Grammar
Comparing
Prepositions of
family members
place

Grammar
Present perfect
with just, already
and yet
Pronunciation
Sentence stress
Homework check

Vocabulary
The human body
Speaking
Keeping fit
Listening
Calling for
medical
assistance

Speaking
How healthy are
you?
Exam practice
Reading Part 4
Pronunciation
Sounds /æ/
& /ʊ /

Listening
Your role at work
Pronunciation
Vowel sounds

Functional
language
Language for
special occasions
Speaking
Celebrations
around the world

Speaking
Class
presentations
Exam practice
Speaking (Parts
3 & 4)

Vocabulary
Illness and advice
Language focus
Expressions with
at

Exam practice
Speaking Part 2
Exam practice
Reading Part 3

Language focus
Adjectives
& adverbs
Writing
Emails for work

Reading
Weddings
Vocabulary
Collocations

Writing
Paragraph
structure
Vocabulary
Word forms

Grammar
Mixed tenses
Speaking
Giving advice
at work

Vocabulary
Communicating
at work
Writing
Taking notes

Grammar
workbook

Reading & writing Grammar
workbook

Reading &
listening

Writing &
vocabulary

Topic
Introduction

Sample times only, subject to change (times may vary by 15–30 minutes depending o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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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offered
Barista/Café English

IELTS/EAP English

입학조건 중급 이상
공부 기간 5 주 (CLOSED CLASS)
수업 시간 1:20–5:45PM

레벨 중급 에서 고급
공부 기간 5–30 주
수업시간 1:20–5:45PM
레벨 완성 소요시간 약10 주
최소 등록기간: 5 주(CLOSED
CLASS)

TAFE에서의 커피 전문 코스와
병행되는 바리스타/카페영어 코스는
바리스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영어 대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을

WEEK 1
1:20PM–
5:45PM

WEEK 2
1:20PM–

배움으로써 접객업 취업을 목적에
둔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11.5 시간의 커피 만들기 훈련과
TAFE에서 운영되는 교내 카페와
임팩트 교내 카페 “Impresso”
에서의 실습을 통해 전문바리스타
자격증을부여 받게 됩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Introduction to
coffee
The espresso
machine

Coffee roasting
Workplace
hygiene

Preparing the
work area

Safety & hygiene
assessment

Coffee shop visit
Meet the barista

Utensils
Menus

Extracting the
perfect espresso

1:20PM–
5:45PM
WEEK 4
1:20PM–

1:20PM –

The grinder
Dosing &
tamping

Taking food
orders and
requests
AM: ABC of
Espresso

Milk texturing
The espresso
menu
2:45PM –

Making the
perfect espresso
AM: Adv. Barista 1

Cleaning &
maintenance

Visiting a coffee
roasting factory
AM: Adv. Barista 2

Cooking vocab
Quantifiers/
amounts

Recommending
Describing food

Coffee buying &
tasting

The espresso
menu

Coffee shop
assignment

Describing food
AM: Prac. Session

Coffee art

1:20PM–
5:45PM

4PM

SESSION 3
4:15PM –
5:45PM

Finding jobs
Coffee skills
review
AM: Work exp.

Application forms Interviews
CV writing
Role plays

Fair pay & tax
Coffee skills
review

Course quiz
Graduation

3주 프로그램 과정

WEDNESDAY

THURSDAY

FRIDAY

Topic
introduction

IELTS Reading
Part 1 of IELTS
test: Matching
headings and
paragraphs

EAP Listening
Lecture listening
skills and note–
taking

Grammar
Reported speech
Vocabulary
Adjective +
prepositions

Weekly EAP
Assessment

IELTS Listening
Part 2 of the
IELTS: Listening
for details

Pronunciation
Stressed and
unstressed
syllables

IELTS Writing
EAP Writing
IELTS Task 1:
An opinion essay
Introducing a
report, describing
charts

IELTS Practice
Test
Speaking

EAP Speaking
Language for
presentations

EAP Skills
Practice
Reading for
speed

IELTS Speaking
Section 1 of the
IELTS test

Pronunciation
Connected
speech in rapid
English

Study Skills
Referencing
& citation

HOMEWORK

Academic
vocabulary

Reading Practice
test

Writing task 1

Grammar
workbook

Writing task 2

Sample times only, subject to change (times may vary by 15–30 minutes depending on the class).

*Conducted by at the TAFE’s coffee academy *Work experience arranged by the coffee academy *Students
can apply for work experience at Impact’s Café Impresso *Timetable subject to change

Barista
Kickstart
Program

TUESDAY

Vocabulary
Academic word
list 1
SESSION 2

5:45PM
WEEK 5

SESSION 1

MONDAY

2:35PM

5:45PM

WEEK 3

IELTS 시험준비와 학습영어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를
접목한 코스로 IELTS아카데믹과
제너럴 시험을 준비하거나, 호주

내 혹은 영어권 나라에서 대학,
대학원 진학, 외국계 또는 해외
기업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코스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작문과 독해실력을 늘리고,
다양한 영문법과 듣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는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킥스타트 프로그램은 임팩트의
바리스타/카페 영어 5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만 신청 기회가
주어지는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1주 워크샾 + 2주 카페인턴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지에서 운영중인
카페에서 인턴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다양한 상황,

고객응대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킥스타트 프로그램은 CRICOS
등록 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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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offered
Business English
멜번 임팩트에서만 제공되는 코스
레벨 중고급
수업시간: 1:20–5:45PM
레벨 완성 소요시간 10 주
최소 등록기간: 5 주(CLOSED
CLASS)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영어
능력을 능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글로벌 취업 혹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코스로

SESSION 1
1:20PM –
2:35PM

SESSION 2
2:45PM –
4PM

SESSION 3
4:15PM –
5:45PM

HOMEWORK

Cambridge English
FCE 중고급 이상
CAE 상급 이상
공부 기간 레벨 당 10–12 주
수업 시간 1:20–5:45PM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한 자신감
향상(인터뷰, 미팅, 프레젠테이션,
협상 등) 과 직장생활에티켓
및 용어를 습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서류와 이메일 작성, 독해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켐브리지 비즈니스
영어수료증(BEC) 준비과정과
토익 준비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Topic
Introduction
Starting a
business
Vocabulary
Types of
businesses

Vocabulary
The language of
buying & selling
Rea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Speaking
Leaving a
voicemail
message
Listening
Understanding
telephone
language

Vocabulary
Marketing &
branding
Speaking
Facilitate a
meeting

Weekly
Assessment
TOEIC Listening
Test (Part I)

Writing
How to write a
business plan

Grammar
Presentation
Future forms

Writing
Write a proposal
for a new
business

Listening
Preparation for
TOEIC listening
test

Project
Presentation
Present your
business
proposal

Pronunciation
Intonation for
meetings
Team Project
Create a plan for
a new business

Excursion
Meeting with
local business
owners

Listening
How to market a
small business
Team Project
Create a plan for
a new business

Listening
Planning a
seminar
Reading
A business
proposal

Business Case
Study
Marketing your
brand

Workbook

Listening: The
Apprentice

Project research

FCE- 어렵지만 매우 보람이 있는
과정. 복잡한 지문에서 중심 내용
파악하기, 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제의 답을 신속히 찾아내
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
견을 논리와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
여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적절한
문체를 이용한 명료하고 잘 전개된
글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능력
등을 배우게 됩니다.

에서 자신감 있게 높은 영어 실력
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다양한
문체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급+영어 수준으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임팩트는 캠브리지 공식 시험
센타입니다. 임팩트 학생들은
임팩트의 모던한 캠퍼스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CAE- FCE 다음 과정이며 한 단
계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용
주나 대학에 고급이상의 레벨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적인 영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직장

SESSION 1
1:20PM –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Weekly Revision
& Feedback

Use of English
Word forms
Listening Skills
Identify key ideas

Reading Skills
World issues
Exam Techniques
Skimming &
scanning

Grammar Focus
Reduced clauses
Speaking
Part 3: Problem
solving

Pronunciation
Vowels
Use of English
Part 1: Multiple
choice cloze

Vocabulary
Idiomatic
expressions
Speaking Skills
Fluency

Writing Skills
Discourse
markers

Use of English
Sentence
transformation
Listening Prac.
Part 4: Multiple
matching

Writing Skills
A Report

Exam Practice

Listening Skills
Extended
dialogues

Pronunciation
Intonation

Speaking Practice Vocabulary
Exam Part 2: Long Adverbs of
turn
manner

Grammar
workbook

Reading & writing Grammar
workbook

2:35PM

Topic
Introduction
“A changing
world”
SESSION 2
2:45PM –
4PM

Reading: “How to Review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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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imes only, subject to change (times may vary by 15–30 minutes depending on the class).
SESSION 3
4:15PM –
5:45PM
HOMEWORK

Reading &
listening

Exam Review

Writing &
vocabulary

Sample times only, subject to change (times may vary by 15–30 minutes depending on the class).

Impactivities

Further Studies

Have extra fun with
English!

Pathways

임팩트 학생들을 위한
무료 선택수업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1:30AM

시험 스킬반

발음 교정반

회화 스킬반

팝송반

–12:30PM

캠브리지 및
IELTS 시험 요령

특별활동
10am–12pm

학습지원

노래를 통한
즐거운 듣기 훈련

학습지원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시
담당교사의
학습지원가능

2PM–3PM

회화 스킬반

발음 교정반

다양한 토픽으로
회화연습

영어 발음 연습

학습지원

1. 임팩트에서 영어연수

호주 내 다양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패스 웨이 프로그램은
임팩트에서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자격증 코스부터
준학사,학사,석사,박사 학과를
IELTS 시험 없이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지원

2. 패스 웨이 학교의 입학조건 충족
3. 호주에서의 대학진학
아래 임팩트 패스 웨이를 통해
입학이 가능한 명문 학교들을
확인하세요!

australianwingsacademy.com

aviationaustralia.aero
CRICOS: 02425C

CRICOS: 01682E

CRICOS: 03071E

accco.com.au

brishair.com.au

deakincollege.edu.au

endeavour.edu.au

CRICOS: 01302M

aias.edu.au

alg.edu.au

학습지원

특별활동
2pm–4pm
관광 명소,
박물관,미술관
등 견학(소액의
견학비 지불)

영작연습

팝 송반

기초 영작 기술을
배워 작문 실력
향상

CRICOS: 02483D

CRICOS: 03319G

CRICOS: 01590J

CRICOS: 0023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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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학습지원

griffith.edu.au/college

holmesglen.edu.au

martin.edu.au

melbournepolytechnic.edu.au
CRICOS: 00724G

CRICOS: 00312F

think.edu.au

torrens.edu.au

CRICOS: 01737F

CRICOS: 00012G

jmcacademy.edu.au

kangan.edu.au

sae.edu.au

tafeqld.edu.au

whitehouse–design.edu.au

angliss.edu.au

CRICOS: 01259J

CRICOS: 01218G

All activity schedule and contents are subject to change.

추가수업 및
특별활동 b
임팩트에서는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무료추가
수업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특별활동은 임팩트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주말에는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연례
사교 행사
학기 중에 리는
다양한 행사들
을 통해 학생들
은 즐겁게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
게 됩니다. 파티, 스포츠, 다문화
행사, 피크닉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도서관 및
학습 지원
수업 외 시간
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자습
자료를 (도서
관 서적, 온라
인 자료 등) 이용하세요. 도서관
에는 기타 학습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CRICOS: 01682E

CRICOS: 00246M

CRICOS: 03389E

CRICOS: 02863C

CRICOS: 03020E

CRICOS: 01505M

Things to do

Living and Transport
홈스테이

멜번

브리즈번

멜번은 오세아니아의 작은 유럽이라는

호주의 태양도시(Sunshine State)

별명이 있는 도시답게 오랜 양식의

라고도 불리는 브리즈번은 일년 내내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듯한 기후와 맑은 날씨를 즐길 수

또한 소담스러운 골목 골목마다

있는 곳입니다. 아름 다운 인공해변이

멜번스타일의 트렌디한 카페들과

있는 사우스 뱅크에서 축제를 즐기고,

전세계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길거리 공연도 즐길

각양각색의 레스토랑, 다양한 스타일의

수 있답니다. 문화 지구 내 박물관과

펍은 물론, 부띠끄 패션샾까지도

미술관을 탐험하고 페리를 타고

자리잡고 있답니다. 그레이트

브리즈번 강을 구경해보세요. 햇빛과

오션로드로 일일관광을 떠나거나 멜번

파도 모래를 좋아한다면 주변의

시내에 위치한 아름다운 식물원에서

아름다운 섬들과 누사, 골드 코스트

휴식을 취하거나, 문화의 도시 멜번에서

해변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절별로 열리는 여러 가지 축제도 꼭

자연과 하나된 매력도시 브리즈번에

즐겨보세요.

서 힐링시간을 가져보세요.

공항에서 숙소로 바로 이동이

대중교통
홈스테이는

가능합니다.

멜번의 기차, 트램,

학교와 연결된

버스 서비스와

에이전시를 통해

브리즈번의 기차,
버스, 수상버스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팩트내에
담당부서에서 함께

시내 중심부에

도움을 주고

위치한 임팩트

있습니다. 이들은 각 학생들에게 가장

캠퍼스로 편리하게 통학을 할 수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고 있으며, 새로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여행을 하거나

초기정착금을

환경에서 생활하며 느낄 수 있는

도시간 이동을 할 때에서도 대중교통

얼마나 가져가야

고민거리나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조언과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멜번 교통정보

선택이지만, 처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 TRANSPORT VICTORIA :

숙소를 구하기

최소 기간 : 4 주

ptv.com.au

위해 필요한 계약금 (Bond)과 렌트비,

V/Line : vline.com.au

이사비용 등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는

식사 : 주중 (아침, 저녁제공), 주말(아침,

Join in major sporting
events & festivals

초기정착금,
얼마나
필요한가요?

것이 좋습니다. 약 3천 호주달러 정도가

점심,저녁 제공)

브리즈번 교통정보

있어야 집을 계약하고 가구구입이

평균 통학 시간 : 40 분

TRANSLINK : translink.com.au

가능하며 식사비, 교통비를 포함한 단기
숙소비용 (홈스테이,유스호스텔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Enjoy food, fashion
and culture

학생 기숙사
및 기타 숙소
임팩트에서는
독립적인 형태의
숙소를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아파트 스타일의
기숙사도
안내하고 있으며,호텔이나
유스호스텔등의 숙소 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숙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각 캠퍼스 (멜번, 브리즈번)에

해외송금이나 수표를 사용하고, 고액의

의료보험

현찰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학생비자를
신청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이

한국과 비교

되어야 합니다.

하였을 때 멜번과

임팩트에서 입학신청을

브리즈번의 물가는

함과 동시에 의료보험도 함께 신청하실

조금 높다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 소지자

생각할 수 있지만,

소지자들은 호주 입국 전에 미리

양질의 생활과

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주, 교통, 학습, 문화, 의료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AU$19,800

공항 픽업

(학비 제외)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임팩트 공항픽업
서비스는 24시간
주7일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한

Explore Australia's unique nature

생활비용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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