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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교육부 – 학교 공공기반시설

Chatswood 교육 구역
학부모, 보호자,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안내사항
2019년 5월

새로운 학교들은 현재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할당된 놀이 공간의 거의 
세 배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고 1,200명의 초등학생과 2,000명의 
중고등학생을 위해 새롭게 단장된 현대식 
학습 및 교육 시설.

공연 예술 전용 공간

새로운 도서관

과학실, 미술실 및 음악실과 같이 특수 
교육을 위한 시설.

NSW 정부는 Chatswood Public School, Chatswood High School 그리고 Chatswood 
집중영어교육센터(IEC)의 확장, 재개발 및 재배치를 통해 Chatswood에 획기적인 교육 구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가 NSW 전역에 학생들을 위해 짓고 있는 시설의 실례입니다

실내 스포츠 시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관과 여가 공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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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 일정

새로운 시설을 위한 초기 공사 준비 작업이 2019년 중반에 시작될 
것이며, 프로젝트는 2023년 후반기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프로젝트는 학생, 교직원 및, 넓게는, 주변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끼치도록 단계화될 것입니다. 

IEC는 2019년 말에 Chatswood High School에서 St Ives 
High School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진행 중 프로젝트 준거 집단(PRG) 미팅

2019년 5월 말/ 
6월

■■ 중대개발신청서(SSDA) 제출 및 전시
■■ 설명회
■■ 우편함에 안내문 투입
■■ 프로젝트 웹사이트 업데이트하기

2019년 8월/ 
9월

■■ 공사 전 드롭인 세션
■■ 담당 직원과의 디자인 세부 작업 지속하기

2019년 말
■■ 공사 전 기초 작업 시작
■■ 이웃 주민들 방문하기
■■ 뉴스레터와 정보지

2020년  ■ Chatswood Public School 공사

2021년 말
■■ 초등학교 개교
 ■ Chatswood High School을 위한 공사 시작
■■ 주민들에게 통보

2022년 초 ■■ 고등학교 캠퍼스 개교

Chatswood 교육 구역

이 획기적인 교육 구역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단장된 현대식 학습 및 교육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영재반과 학업 성취에 따라 선발된 우수 학생 학급 
운영을 포함한 탁월한 교육에 대한 명성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등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각 학교에 여유 있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Chatswood 교육 구역은 유치원에서 6학년 사이의 학생들과 
기존 중고등학교 부지에 있는 7학년에서 9학년 학생들을 
Centennial Avenue 부지에서 결합하기 위해 두 학교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건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Pacific 
Highway에 있는 초등학교를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캠퍼스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용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는 약 1200명의 초등학생들(Centennial 
Avenue 부지)과 200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Centennial 
Avenue 부지에 1000명, Pacific Highway 부지에 또 
다른 1000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실, 협력 
학습 공간, 개방 공간, 스포츠 필드 및 관련 시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업데이트 
학교 공공기반시설 NSW는 전체적인 디자인에 통합되어 있는 
학교의 필요 조건들과 교육 원리를 규정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 
및 교직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기획자, 디자인 전문가들이 학교 지도부와 P&C 
대표자들과 연합한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준거 집단(PRG)을 
구성하고 있으며, 학교의 필요 조건과 교육적 원리를 규정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에 통합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초기 디자인과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 공동체, 
교직원, NSW 주정부 건설사무소 그리고 도로 및 해운서비스
(Roads and Maritime Services), Transport for NSW와 
윌로우비(Willoughby) 카운슬을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정부 건설사무소의 피드백은 Centennial Avenue 
부지에 대한 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는데, 
초등학교와 7학년부터 9학년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IEC 학교 지도부 및 교직원 대표와 접촉함으로써 IEC
를 위한 재배치 선택사항을 탐색하였습니다. 

IEC는 올 해 말에 St Ives High School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IEC를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은 IEC가 
Northern Sydney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병합되어서 
IEC에 다니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게됩니까?
기획환경부(DPE)에 곧 중대개발신청서(SSDA)를 접수할 것이며, 
최소 28일 동안 해당 신청서를 공개 전시할 것입니다. 이 기획에 
대한 전시안이 가능해지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2023년 말 ■■ 중학교(7학년-9학년) 개교

*기획 승인 미정



Centennial Avenue 부지

초등학교 (유치원-6학년)

3층과 4층으로 된 두 개의 새로운 건물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학급 교실
■■ 협력 학습 공간
■■ 특목 교실

중학교 (7학년-9학년)

새로운 4층 건물과 새롭게 단장된 M, H 그리고 K 블록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일반 학습 공간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학습 공간과 실험실

병합 시설

새로운 다층의 건물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7학년-9학년) 도서관
■■ 다목적 홀
■■ 교내 매점
■■ 초등학교와 중학교 행정실

Pacific Highway 부지

고등학교(10학년-12학년)

새롭게 단장된 A, B 그리고 I 블록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일반 학습 공간
■■ 고등학교 행정 및 직원 시설
■■ 도서관

새롭게 지어진 두 개의 4층 건물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학습 공간과 실험실
■■ 홀과 교내 매점

양쪽 부지 – 초기 컨셉
■■ 새로운 실외 놀이 공간- 지붕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
■■ 기존의 분리식 수업 공간 제거

Centennial Avenue 캠퍼스

Pacific Highway 캠퍼스– The 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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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교육부 – 학교 공공기반시설

정보 이용 안내

학교 공동체 상담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본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 준거 집단이 초중고 학부모 및 시민(P&C)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디자인 이용 그룹 세션에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상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학교 공동체 정보 세션을 실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접촉 과정에서 수집된 우선 사항들이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문과 피드백을 근거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디자인에 관해 교사들과 상의할 것.

■■ 이원 중고등 캠퍼스가 어떻게 그 기능알 할지에 대한 논의할 것

■■ 초등학교 등록 수위에 대처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학교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

■■ 집중영어교육센터를 St Ives High School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

■■ 학습 환경과 더불어 공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것.

이 이미지는 저희가 NSW 전역에 짓고 있는 시설의 실례입니다

추가 정보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 최고의 학습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Chatswood 교육 구역에 대한 학교 및 지역 
공동체의 피드백을 촉진합니다.

웹사이트
School Infrastructure NSW 웹사이트
schoolinfrastructure.nsw.gov.au를■
방문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이메일
schoolinfrastructure@det.nsw.edu.au에■
이메일을 보내서 지역공동체 접촉팀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1300 482 651 번으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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