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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One은 18세 이하의 유학생들 및 내국인 학생들에게 홈스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현대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전용 생활 공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tudent One에
서는 17세의 거주 학생들의 경우 브리스번에 있는 여러 고등 교육기관 
및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주 내국인 학생 및 해외 유학생들
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동년배 집단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관리 직원 및 거주학생 보조교사들로 구성된 저
희 팀은, 거주 학생들에게 학업 및 직업과 관련하여 거주 학생들을 지
도편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Student One거주 시설에는 다국어를 사
용하는 직원이 주7일 24시간 동안 상주하고 있으며, 안전한 전용 전자
카드로만 출입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Student One은 브리스번의 교육 기관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정확하
게 부합하는 18세 이하 유학생 비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스터디 그룹들
이 Student One
을 선택할까요.
스터디 투어를 하고자 브리스번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Student One은 스터디 그룹만을 위한 맞춤형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브리스번
의 최고 인기 학교들 및 대학교들과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스터디 
그룹이 장기간에 걸쳐 브리스번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물론 항상 장기간일 필요
는 없습니다만, 우리 Student One이야말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프리미
엄 레벨의 전용 학생 숙소로서는 여러분의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그룹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하기 위해 Student One은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킴으로써 여러분 그룹의 모든 멤버가 모두 동일한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18세 이하의 
학생들에 대
한 우리의 약
속 (U18I)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Student One의 숙소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거주 학생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Student One의 거주 학생을 위한 생활 달력에는 브리스번과 퀸슬
랜드 남동부 근교로의 일일 여행, 정기적인 운동 및 요가 세션, 요리 
교실, 자기 개발 및 직업 개발 워크숍, 그리고 건강한 음식, 재미 그리
고 교우관계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주 학생들이 위의 활
동들에 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리의 거주 학
생들에게 자신만의 학업-일-생활에 대한 균형을 스스로 맞추도록 하
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Student One 커뮤니티 내에서 개최
되는 모든 행사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장려하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ADELAIDE 
STREET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을 지라도, 여러분은 때로 근본을 
무시하고 지나칠 순 없습니다. Student One 아들레이
드 스트리트 숙소는 700여명이 넘는 거주 학생들을 위
해 다양한 생활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로 이곳이 
브리스번에 오픈한 Student One의 첫 번째 숙소입니
다. 객실의 종류를 살펴보면 1인용 혹은 이규제큐티브 
스튜디오와 같은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숙소에서부터 
이층 침대 스튜디오나, 트윈 스튜디오 혹은 방 5개짜리 
아파트에 이르는 공동 생활 숙소가 있으며, Student 
One 아들레이드 스트리트 숙소는 학생들의 필요와 예
산에 따라 모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모든 Student One 숙소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아들레
이드 스트리트 숙소도 모든 거주 학생들에게 무제한 
WiFi를 제공하며, 주7일 24시간 직원 상주, 헬스클럽, 
사교활동이나 공부를 위한 넓은 공용 공간, 그리고 그 외
에도 더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주가 시작
되는 곳. 아들레이드 스
트리트에 위치한
Student One 에서, 우
리의 거주 학생들은 진
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ADL



WHARF 
STREET 40층의 달하는 거주 공간과 공용 공간을 갖춘 와프 스트

리트 숙소는 퀸슬랜드의 학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가
장 큰 숙소입니다. 이 숙소에는 수영장, 실내 형 야외 바비
큐 장과 공동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학업 
공간, 그리고 브리스번과 남동부 퀸슬랜드가 모두 잘 보
이는 스카이 라운지도 있습니다.
Student One 아들레이드 스트리트 숙소로부터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와프 스트리트 숙소는 브리스번에 있는 
세계적인 쇼핑, 식사 및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프 스트리트 숙소가 갖고 있는 
멀티 쉐어 아파트들과 개인 스튜디오들을 합쳐 750여명
이 넘는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으며,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용 공간은 지역 공동체, 학업 성공 그리고 소속감을 촉
진하고자 설계하였습니다.

Student One 와프 스
트리트 숙소는 40층 규
모의 숙소로서, 새로운 
높이로 학생들의 삶을 
올리며, 수 많은 학생들
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
니다. 

 

WHF



ELIZABETH 
STREET

Student One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숙소는 2개 타워에 
9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급 
숙소입니다. 새로 지어진 멀티 쉐어 아파트와 개인 스튜
디오, 최첨단 공용 공간이 잘 어우러진 특징을 갖고 있습
니다. 
Student One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숙소는 퀸스트리트 
몰(Queen Street Mall), 사우스뱅크 공원(South 
Bank Parklands), QUT 가든 포인트(QUT Gardens 
Point)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퀸스 와
프 구역(Queen’s Wharf Precinct)과 같은 브리스번의 
최고의 역사적 장소에 거주 학생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브리스번의 대중 교통 허브에 
숙소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퀸슬랜드 대학(The 
university of Queensland)과 그리피스 대학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3번째 건물
은, 학생 전용 타워
로 구성되었으며, 아
주 훌륭한 위치를 자
랑합니다. Student 
One엘리자베스 스
트리트 숙소만큼 중
심지에 위치한 숙소
는 없습니다.

 
 

 
 

ELZ



호주 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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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번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하나이며, 충분한 이유
가 있습니다. “선샤인 스테이트(태양이 가득한 주)”의 주도인, 브리스번은 연중 
계속되는 화창한 날씨로 유명하고, 또한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 우림 그리
고 섬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브리스번의 다문화 공동체
와 느긋한 분위기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브리스번 사람”처럼 느끼
거나 브리스번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시드니와 멜번 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브리스번의 유리한 생활비로 인해 여
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학생으로서의 삶의 경험치를 최대
한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리스번의 시내중심업무지구의 심장
부에 위치한 Student One은 이렇게 멋진 도시 및 도시의 주변에 있는 멋진 경
관을 탐험하는데 최적이라고 자부합니다.

UQ 세인트 루시아 캠퍼스  차
로 20분  

QUT 가든 포인트 캠퍼스
도보로 10-20분   또는 자전거로 
10 분

QUT 케빈 그로브 캠퍼스  에
서 가든 포인트  까지 걷고, 무
료 셔틀버스 승차.

그리피스 대학 네이선 캠퍼스  차
로  20분  

사우스뱅크 테잎 
도보로 10 ‒ 20분   또는 자전
거로 짧은 거리 

모든 영어과정 학교들은 모든 S1 
숙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에 위치해 있습니다. 



STUDENTONE.COM
363 Adelaide Street Brisbane, Queensland 4000  
P +61 7 3085 3050    |    E info@studentone.com

@studentoneaccommodation @StudentOneAccom

studentoneaccom studentonebrisbane

WHY STUDENT ONE?

Pool 
(At Wharf Street only) 

City centre  
location

Active resident 
community

Dedicated  
study floor

Movies

Gym &  
free bicycles

Secure swipe  
card access

Free unlimited 
high speed Wi-Fi

24hr onsite customer  
focus team

Close to public 
transport, retail  

& dining

BBQ Flexible lease 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