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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신청비는 호주불 $300이며 신청할 때 지불합니다. 신청비는 환불 규정에서 제외되어 환불 혹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유학생 등록 확정 요금

유학생 등록 확정 요금 $2,400불은 입학 허가서를 수용할 때 지불합니다. 이 입학금은 환불 규정에서 제외되어 환불
혹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1년 수업료

한 학년은 두 학기 (학업 기간)로 나눠집니다. 1학기는 텀1과 텀2로 되어있고 1월 말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며 4월에
방학이 있습니다. 2학기는 텀3와 텀4로 되어있고 7월에 시작하여 12월 초에 끝나며 9월에 방학이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에 통보되어 있는 최초 수업료와 다른 별도의 요금은 시작하기 한 텀 이전에 지불하며 첫 두 학업 기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수업료와 별도 요금을 연 2회로 균일하게 나누어 선불로 냅니다. 가정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한 텀 이전에 요금 고지서를 받을 것 입니다.
모든 요금은 GST 면제를 받고 고지서 발부 30일 내에 지불해야 하며 금액은 연간 검토 및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년
7
8
9

10
11
12

2018년도 연간 수업료
$35,770
$39,640
$39,800*
$40,160
$42,130
$41,580

*해당되는 9학년 학생들을 위한 CUE Big Experience 요금 (약 $4,000-$6,00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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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업료는 본교의 교과과정 및 교과과정 병행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국내 학생들과 호주 시민권자 그리고 임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소지자 학생들은 본교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해당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보험

호주 정부 이민국경보호부의 준칙에 따라 St Leonard’s College의 신입생들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학생 비자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St Leonard’s College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연간 의료보험료 호주
불 약 $560의 비용으로 이 보험을 (혹은 본교가 선택한 보험업체인 BUPA회사의 권고대로) 구매할 것입니다. 이 보험
요금은 St Leonard 학업 전 기간 동안 청구될 것입니다.

홈스테이

St Leonard’s College Homestay 가정과 생활하는 학생들의 홈스테이 비용은 연간 호주불 $16,100입니다. 이는 연
중 46주에 해당하는 홈스테이 비용이며 하루 세끼, 인터넷 사용, 국내 전화 및 세탁을 포함한 하숙을 의미합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반년치를 선불로 냅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다른 거주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유학생 홈스
테이 책자 (International Homestay Brochur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St Leonard’s College 등록에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써 학교 유니폼 ($600-$1000), 책 및 학용품($500) 비용이 청구
될 것이며 스포츠 혹은 악기 비용도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본 칼리지는 또한 학생 테크놀로지 공급 모델로 '본인의 기기 지참 (Bring Your Own Device (BYOD))’을 제공합니다.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적절한 최상의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학년 이하 학생들은
아이패드 (iPad)가 필요합니다.
기기 사용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 웹사이트http://learn.stleonards.vic.edu.au/ipad/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비용, 약값, 세면도구, 교통비, 오락 비용 및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는 이러한 요금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연간 요금 요약
부과 내용
신청비*

유학생 등록 확정 요금*
수업료 (12학년)

금액

$300
$2,400
$41,580

홈스테이 요금

$16,100

총액

$60,940

의료 보험

자발적 빌딩 펀드 후원금

$560
$420

*신청비 및 유학생 등록 확정 요금은 한번만 지불하며 등록 시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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