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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즈빌 문법 학교
호주

 

Townsville Grammar School은 국제 학생들을 환영하며 안전하고 협력적인 환경
에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TOWNSVLLE GRAMMAR SCHOOL

타운즈빌 문법 학교
 

• 종교 자유

• 남녀 공학

• 7-12학년 기숙사 + 홈스테이

• IB 세계 학교 인증

• 위치 – 해변가 부근

• 북부 호주의 유명한 학교로서의 오랜 명성

 

최고의 아카데믹 스쿨
Townsville Grammar School은 북부 퀸즐랜드에서 최고의 학업 학교로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집중할 수 있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찾는 국제 학생

들을 위한 곳이 되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Queensland Certificate of Education과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Townsville Grammar School은 2011년에 IB 세계 학교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모든 IB 학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코스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생 성

적은 세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북부 퀸즐랜드, 호주
 

타운즈빌

최고의 생활. 최고의 학습.
 

TOWNSVLLE, NORTH QUEENSLAND, AUSTRALIA.

타운스빌은 진정한 호주 경험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곳입니다.

소도시

최고의 교육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문화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대보초), 호주 아웃백, 열대 우림 및 섬

 
 



FEES / TUITION 
수업료

STUDENT HANDBOOK
유학생 참고서

 

BROCHURE
안내

SCHOOL VIDEO
학교 영상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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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TESTIMONIAL

Sangweon Yun, Boarding Captain 2023

학생 평가
 

Townsville Grammar School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의심할 여
지 없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혼자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두 번째 집
인 학교 기숙사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가족, 음식이 그립지 않
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귄 친구들, 심지어 선생님들과의 소통은 집
의 그리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항상 저를 외롭지 않게
하고 웃게 해주었고, 선생님들은 때때로 엄격할 수 있지만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국제 기숙사 학생이 되는 것이 호주 국내에서 온 기
숙사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1년 넘게 가족을 볼 수 없었습니
다. 집이 너무 그리울 때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
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기숙사 선생님은 '바쁜 기숙사 학생은 행복한 기숙사 학
생이다.’라고 말씀해주셨었죠. 학생들 사이의 연결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합니
다. 예를 들어 학교 졸업생을 직접 만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면 마치 조상
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TGS의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윤상원

12학년

 





DIRECTOR OF ENROLMENTS &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MRS KRISTELL SCOTT

ENROLMENTS@TGS.QLD.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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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연락처 세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