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 습득 및 문화 참여 프로그램 
(PLACE)

저희 칼리지의 언어 습득 및 문화 참여 프로그램 (PLACE)은 출신 국가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았던 비영어권 
학생들이 St Leonard’s College의 본과정 학습과 호주에서의 생활로 옮겨가는 과도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상호 연관성 있는 네 가지 요소

학생 입문 과정
유학생들을 위한 입문 과정은 입학 허가서를 수용한 후에 시작됩니다. 학생과 교육 및 생활 지도 교사와 
잠재적 홈스테이 부모 및 미래의 급우들 간에 상호 연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락의 빈도수는 본 
칼리지에서의 생활과 호주에서의 삶과 배움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시작 날짜가 가까와  
질 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기반 홈스테이
호주에 도착하면 가족이나 인가된 보호자와 살지 않는 유학생들은 본 칼리지에서 지정한 홈스테이 가정과 
연결됩니다. 본 칼리지의 홈스테이 네트워크는 졸업생들, 직원들, 졸업생 부모들 및 현 학생들의 가정을 
포함합니다. 유학생 홈스테이 (International Homestay) 안내서에 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집중 영어 반
초기에 유학생들은 언어 습득 및 문화 참여 프로그램 (PLACE)의 일환으로써 본 칼리지의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집중 영어 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어 반은 개별적이며 각 학생들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및 어휘력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과목 선택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다 마친 후에는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를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생회에 참석하고 멘토 그룹의 일원이 되하며 칼리지의 광범위한 교과과정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 학습 지원
유학생들은 본과정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어 수준에 오를 때까지 PLACE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기는 한 두개의 과목으로 시작하여 본과정 수업의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때까지 늘려갈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또한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 졸업후에는 동창회 프로그램의 
올드 칼리지언이 됩니다.   

본 칼리지에 등록한 유학생들은 PLACE를 위한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유학생 요금 (International Student Fees and Charges)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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