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oolinfrastructure.nsw.gov.au

NSW 교육부 – 학교 인프라

학교에 대한 투자

NSW 정부는 NSW 전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190여개의 신규 
업그레이드된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4년에 걸쳐 6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13억 달러를 5년에 
걸쳐 학교 유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이는 NSW 역사상 공립 
교육 인프라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체스우드 공립학교 및 체스우드 하이스쿨 업그레이드는 아래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 150개 이상의 개조된 신규 학습 및 교육 공간
• 두 학교에 현재 배정된 플레이 공간
• 수학, 과학, 미술 및 음악 교실 등 특별 교육 시설
• 하이스쿨의 공연 예술 전용 공간
• 신규 스포츠 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구역
• 신규 도서관 및 행정 시설.

절차 요약

주립 주요 개발 (SSD) 신청서가 기획산업및환경 (DPIE)부에 
접수되었습니다.

DPIE에서 이웃 건물 소유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신문에 
통지를 기재할 것입니다.

해당 제안은 곧 28일 동안 공표될 것이며, 아래 DPIE의 주요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lanningportal.nsw.gov.au/major-projects/
project/10561

• DPIE에 직접 우편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공표 기간 동안에 
제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SSD 건설 작업은 SSD 승인이 되는 대로 2021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 준수 개발 하의 빌딩 R 건설은 2020
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단계

• 체스우드 하이스쿨의 빌딩 R을 위한 규정 준수 개발 신청 
마무리, 2020년 말 예상. 빌딩 R은 하이스쿨 스포츠 운동장 
근처에 위치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단계적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 핵심적입니다.

• 두 학교의 업그레이드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입찰 요청 준비.
• 2020년 텀 4 데이 1을 위해 체스우드 하이스쿨에서 세인트 

아이브스 하이스쿨로 집중 영어 교육 센터 이전.

체스우드 공립학교 및 체스우드  
하이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업데이트 2020년 3월

 이 이미지는 NSW 전역의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구축하는 시설의 예입니다

Korean

NSW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 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하여 선제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귀하는 방문 대신에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이 제안에 대해 저희 팀 멤버들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NSW 학교 인프라
이메일:  schoolinfrastructure@det.nsw.edu.au
전화: 1300 482 651 
www.schoolinfrastructure.nsw.gov.au

통역사는 1800 131 450을 통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사이트:
schoolinfrastructure.nsw.gov.au/projects/c/chatswood-
public-school-chatswood-high-school-upgrad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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