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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기를

IBDP 수석

오스카 도 - IBDP 45/45 (ATAR 99.95)

오스카는 St Leonard 칼리지 내내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IBDP* 및 VCE 성적 종합
•
•

•
•

10% 내에 들어감

72%의 학생들이 ATAR 80.00이상을 취득했고 전국 상위

20% 내에 들어감

85%의 학생들이 ATAR 70.00이상을 취득했고 전국 상위

30% 내에 들어감

조슈아 체루비노 (IBDP 차석), 44/45 (ATAR 99.85)를

•

취득하여 전세계 IBDP 졸업생의 상위 0.02%에 들어감.
취득하여 전세계 IBDP 졸업생의 상위 1%에 들어감
루시 칼라안, 소냐 클레멘츠도 탁월한 점수, 43/45
(ATAR 99.70)을 취득함.

ATAR 중간 점수는 95.75, 50%의 학생들이 전국 상위

4.25%에 들어감.

•
•
•

받았습니다.

그 이상임을 인정합니다. 오스카는 수많은 교과병행 활동 및

Strung Out과 Chamber Strings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미들 스쿨과 시니어 스쿨 내내 오스카는 지속적으로

ACS 스포츠의 일원으로서 농구와 축구를 했으며 학교 대항 크로스
컨트리 마라톤 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오스카의 말입니다. “저는 칼리지의 문화와 환경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관심과 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복지와 성공을 진심으로 위해

주지요. 제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선생님들의 도움과 반응은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의 멘토 플레처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
드리는 것은 항상 저를 진심으로 위해 주셨고 관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스카는 모나쉬 대학교 우수 장학금뿐 아니라 멜번 대학교에서
총장 장학금 (상업 업적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오스카는 멜번
대학교의 총장 장학금을 선택했습니다.

IBDP 차석

조슈아 체루비노 - IBDP 44/45 (ATAR 99.85)

2학년부터 칼리지를 시작하면서 조슈아는 St

Leonard 칼리지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었고 여러

85%의 학생들이 ATAR 90.00 이상을 취득함.

교과병행 활동에 참여했는데 예를 들면 DAV

96%의 학생들이 ATAR 80.00 이상을 취득함.

연설, 미들 스쿨 뮤지컬, 빅 밴드, 러닝 클럽,

100%의 학생들이 ATAR 70.00 이상을 취득함.

VCE (빅토리아주 교육증) 성적
•

받았고 11학년 아카데믹 어워드를 수여

연장 활동을 즐겼고 7-9학년 때 오케스트라 밴드에 참여했으며

•

•

오스카는 화학, 경제학 및 수학에서 IB 상을

53%의 학생들이 ATAR 90.00 이상을 취득했고 전국 상위

오스카 도 (IBDP 수석), 만점 45/45 (ATAR 99.95)를

•

경시대회에서 많은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오스카는 St Leonards 칼리지에서 받은 교육은 시험준비 과정

내에 들어감

•

•

대회에서 우수상을 비롯하여 여러 수학 및 과학

ATAR 중간 점수 90.65, 50%의 학생들이 전국 상위 10%

국제학위 디플로마 프로그램 (IBDP)
성적

•

높은 성적을 취득하였으며 멜번 대학교 수학 경시

에밀리 데어 (VCE 수석), ATAR 99.70 취득
클로에 친 (차석), ATAR 99.65 취득

ATAR 중간 점수는 83.7, 50%의 학생들이 전국 상위

16.3%에 들어감.

모든 과목의 study score 중 20.1%가 40 이상

* St Leonard 칼리지 학생들은 VCE 혹은 IBDP를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

경로는 12학년 졸업생들에게 호주 대학 입학 등급 (ATAR)을 제공합니다.
이 브로셔에서 명시한 모든 정보 및 성적은 인쇄 시에 정확한 것입니다.

어드벤처 레이싱 및 ACS 육상, 크로스 컨트리,
축구, 터치 풋볼 및 수영입니다.

조슈아의 성취는 12학년 스포츠 서비스 어워드, 12학년 칼텍스
베스트 올라운더 어워드, IB 수학 SL 과목 어워드, 알렌 하우스

금메달, 제너레이션 인 재즈 디비전 1 동메달 등을 포함합니다.

칼리지 생활 동안에 조슈아는 또한 풀 칼리지 칼라, 풀 아카데믹

칼라, 풀 뮤직 칼라, 하우스 풀 칼라, 크로스 컨트리 풀 칼라, 터치

풋볼 풀 칼라, ACS 크로스 컨트리 하프 칼라, ACS 육상 하프 칼라 및
풋볼 하프 칼라를 성취했습니다.

조슈아는 칼리지 내에서 적극적인 리더였으며 동료 지원

리더, 스코우프 리더 및 12학년 알렌 스포츠 캡틴 역할 등을
담당했습니다.

조슈아는 교사들의 지원과 지도 그리고 도서관 튜터들과 이들의
학생 학업 및 성공을 위한 헌신에 대해 St Leonard 칼리지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는 모나쉬 대학교에서 공학
우수 장학금을 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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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DP

루시 칼라안 - IBDP 43/45 (ATAR 99.70)

루시는 7학년 때 St Leonard 칼리지에
들어왔습니다. 칼리지 생활 기간에 루시는
공동체에 매우 헌신적인 일원이 되었고 여러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는데 예를 들면 스코우프
리더, 동료 지원 리더 그리고 국제 여성의 날
아침식사 주최 공동 대표 등입니다.

탁월한 리더십 능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루시는
헌신적인 팀 플레이어로서 ACS 네트볼 및 배구를 포함하여
칼리지 스포츠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루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지리학이었습니다. 루시의
말입니다. “지리학은 단지 지도를 배우는 것을 훨씬 뛰어 넘지요.
이는 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배우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세계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루시는 수업 이외에 St Leonard 칼리지에서 가졌던 기회를
즐겼는데 예를 들면 시에터 제작 테크니컬 팀 및 ACS (남녀공학
학교 협회)에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년마다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시는 St Leonard 칼리지에서 받은 교육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전문적 능력도 얻었으며 이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루시는 스윈번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총장 장학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냐 클레멘츠 - IBDP 43/45 (ATAR 99.70)

소냐는 7학년 때 St Leonard 칼리지에
들어왔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학업 성적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냐는 제공된 모든 기회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교과병행 프로그램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 합창단,
스테이지 밴드, 빅 밴드, 화요일 재즈 앙상블
그리고 다양한 연극 및 뮤지컬 등입니다. 소냐는
모나쉬 장학금 프로그램, 다빈치 10종 경기 및 미래 문제 해결 등
재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소냐는 적극적인 공동체 일원이자 칼리지 리더였고 12학년 알렌
하우스 캡틴, 12학년 재즈 리더 그리고 12학년 하우스 뮤직
캡틴을 포함하여 여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소냐의 인상적인
성취 목록에는 풀 아카데믹 및 뮤직 칼라, 12학년 IB 영어 문학
어워드, 11학년 엘스페스 베넷 아트 어워드, 9학년 인버고우리
과학 어워드, 시민권을 위한 로터리 어워드, 제너레이션 인 재즈
디비전 세컨드 베스트 색소폰 어워드, 제너레이션 인 재즈 디비전
1 빅 밴드 3등상, 10학년 알파인 하이크 데이빗 위담 어워드,
알렌 하우스 어워드 7-10학년, 그리고 하우스의 탁월한 참여 및
성취 어워드가 포함됩니다. 소냐의 예술작품도 IB 예술 전시회 (
빅토리아 및 타스메니아) 및 베이사이드 아트 및 디자인 졸업생
쇼를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소냐는 ‘평생교육’이란 “평생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열린
마음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냐는 St Leonard
칼리지에서 해마다 하일라이트가 있었는데 예로는 캠프와
하이크, 9학년 빅 체험 및 제너레이션 인 재즈 등입니다. 소냐는
상업/법을 위한 본드 대학교의 부총장 장학금을 수여 받았습니다.

VCE 수석

에밀리 데어 - ATAR 99.70

에밀리는 7학년 때 St Leonard 칼리지에
입학했으며 칼리지 공동체의 매우 성실한
일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양한 교과병행
활동을 즐겼는데 예로는 어드벤처 레이싱,
ACS (남녀공학 학교 협회) 육상, 크로스
컨트리 마라톤 대회, 수영, 배구, 네트볼, 터치
풋볼, 토론, 하우스 뮤직 스몰 보컬 및 악기
등입니다. 에밀리는 또한 미래 문제 해결 및 다빈치 10종 경기
등 탤런트 확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St Leonard 칼리지 기간 동안에 에밀리는 스포츠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예로는 크로스 컨트리 캡틴, 터치
풋볼 캡틴, 육상 부회장그리고 포스터 스포츠 캡틴 등입니다.
에밀리는 또한 생물, 화학, 지리 및 체육 과목에서 많은
아카데믹 어워드를 수여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말합니다. “St Leonard 칼리지는 매우 긍정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성실한 학업을 촉진하면서도 교과병행 및
외부 활동의 균형을 권장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육에 너무나
헌신적이셨고 우리의 목표 성취를 위해 도움 그 이상을
제공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St Leonard 칼리지는
제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윤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제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가 바라는 삶의 경로를 따르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St Leonard 칼리지가 그러한 긍정적인 환경과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포용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에밀리는 생화학 혹은 환경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2019년
후반에 미국의 대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VCE 차석

클로에 친 - ATAR 99.65

St Leonard 칼리지 9학년에 입학한 이래로
클로에는 생동력 있는 칼리지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었습니다. 클로에는
다양한 교과병행 활동을 즐겼으며 연설,
토론, 체스, 과학 시스터즈 및 Unite Us 등에
참여했습니다.

클로에는 St Leonard 칼리지 내의 탁월한 롤
모델과 리더가 되었으며 가장 주목할만 한 것은 2018년 칼리지
캡틴이 된 것입니다. 클로에는 또한 10학년과 11학년 위원회
회원이었고 2017년 하우스 체스의 캡틴으로서 뉴만 하우스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댄스 오프 캡틴이 되었고 또한 2018년
대장암을 위한 삭발 행사를 주관하여 대장암 연구 및 예방을
위해 수 천 달러를 모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클로에는 말합니다. “St Leonard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수 많은
분야에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9학년 빅 체험 여행에서
국내외 경연대회까지 St Leonard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경로를 탐색하게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클로에에게 있어 St Leonard 칼리지의 ‘
평생교육’이란 사랑과 학습 욕구이며 이는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것입니다. 클로에는 모나쉬 대학교에서 정보
기술 장학금을 수여 받았고 미래의 진로 관심 분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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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프로그램

St Leonard’s College는 대학 진학 경로 및 칼리지 문을 넘어 직업 세계로 가는 경로로서 VCE와 국제학위 디플로마 프로그램 (IBDP)을

모두 제공합니다.

VCE는 유연성이 있는 코스로 영어만을 유일한 필수과목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별한 과목의 한 영역에 전문적이
되거나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선택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관심과 미래의 목표에 부응하는 코스를 이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IBDP 학생들은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그룹들로부터 6개의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과목: 두 개의 언어

과목 (학생 자신의 언어와 추가 언어); 사회 과학 과목, 실험적 과학 과목 및 수학입니다. 학생들은 6번째 과목으로 인문학 과목 혹은
위에서 언급한 그룹들로부터 두번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IBDP 학생들은 세 개의 필수 분야를 수행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 중 하나에 관련된 4000 단어 정도의 심도 있는 과제를 통해
독립적인 연구에 학생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장문의 에세이; 학생들에게 학업 방법을 가르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그리고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과정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비평적 사고 코스인 지식 이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 활동,

체육 활동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의성, 행동, 서비스 (CAS)입니다.

St Leonard’s College는 IBDP를 1982년에 도입했습니다. 37년의 경험과 국제학위 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토대로 본 칼리지의
IBDP 학생들이 최고의 지원과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IBDP는 대학교 입학을 위해 현재 약 140개국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호주의 모든 주요 대학 기관을 포함합니다.

최종 입학 대학교

VTAC를 통해 응시한 2018년도 졸업생의 99.3%가 1차 라운드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디킨 대학교
7%

본교의 VCE 및 IBDP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입학 대학교는 모나쉬
대학교로서 47%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멜번
대학교 (16%)와 RMIT 대학교 (11%)에 입학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상업 (33%) 및 과학 (20%)이었으며, 다음엔 공학

(11%), 인문학 (10%), 의학 및 보건 과학 (9%), 법학 (7%) 및 디자인 (7%)
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타주 및 해외 대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타주, 해외 및 기타
7%

스윈번 대학교
12%

모나쉬 대학교
47%

RMIT대학교
11%

뉴사우스웨일즈, 캔버라, 퀸즈랜드 그리고 영국 및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멜번 대학교
16%

장학금*

2019년에 장학금 수여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Aiden Cha – 우등 공학– 마스터스 엑셀러레이티드, 모나쉬 대학교
Lucy Callahan – 부총장 장학금 (산업 디자인), 스윈번 대학교
Joshua Cherubino – 우수 공학 장학금, 모나쉬 대학교
Chloe Chin – 장학금 (정보 기술), 모나쉬 대학교

Sonia Clements – 부총장 장학금 (상업/법), 본드 대학교

Rachel Heath – 부총장 장학금 (보건 과학,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스윈번 대학교
Matthew Hinde – 우수 장학금 (상업/법), 본드 대학교

Joshua Seddon – 모나쉬 학자 프로그램 (생의학), 모나쉬 대학교

Oscar To – 모나쉬 대학교 우수 장학금 및 총장 장학금 (상업 업적), 멜번 대학교
Harry Warner – 장학금 (정보 기술), 스윈번 대학교

* 상기 장학금 목록은 학생들이 본 칼리지에 제공한 정보에서 얻은 것입니다. 추가적인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채택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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