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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에서 공부해야 하는
가지 이유
호주의 교육 수도

1

공부는 물론 생활면에서도 세계 정상급 도시
한동안 캔버라가 스스로 간직해온 이 생각을 이제
세계가 수긍합니다. 가장 살기좋은 도시들 중 하나로
꾸준히 거명되는 캔버라가 2018년 전세계 좋은 학생
도시 서열에서 2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방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안전한 도시
캔버라에서 학생들은 지역 사회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합니다.

2

학업 도중과 학업 후의 고용 기회
학생들은 학업 중에도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와 산업
현장의 실습 및 자원 봉사의 기회들을 갖게 되며, 졸업
후에는 다수가 호주 최고의 평균 소득과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는 캔버라에서 흥미롭고 다양한 신흥산업들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갖습니다.

#StudyCBR

8
3

캔버라는 호주의 교육 수도

5

즐길 것이 많은 도시

교육면에서 캔버라가 지닌 강점과 수준은
검증되었습니다. 호주 최고의 대학을 포함해 5개의
상위급 대학은 물론이고 초중고 및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캔버라 사람들은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캔버라의 행사
달력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수준의 미술 전시회,
음악회, 축제 등으로 가득합니다. 활기에 넘치는
음식문화도 캔버라의 자랑입니다. 수상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와 요리사들이 만든 커피나 요리를 맛보세요.

StudyCBR.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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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계획

6

깨끗하고 여유있는 자연 환경

8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문하기 좋은 도시

캔버라는 여가 및 자원 봉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입니다. 호수들과 자전거 길들도 인상적이며,
드넓은 시골 풍경과 깨끗한 모래사장 및 호주 최상의
스키장들이 모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캔버라의 어느 동네에 살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금방
공원과 자연 보호 구역에 이를 수 있으며 호주 수도 지역
전체의 70% 이상이 오염되지 않은 녹지입니다. 캔버라의
모든 전력이 2020년 이전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될
것이며, 2017년 세계보건기구는 공기가 가장 깨끗한 세
개의 수도들 중에 캔버라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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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장

학부 신입생의 90% 이상이 캠퍼스 내의 주거 시설을
제공받으므로 캔버라는 신도시 이주 시 갖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여행 출판 업체 Lonely Planet이
2018년 방문하기 좋은 도시들 중 세 번째로 캔버라를
꼽았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캔버라 답사, 친구 또는
가족이 오면 함께 둘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