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wa Intermediate School은 웰링턴시에서 북쪽으로  
15분 떨어진 Tawa 교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은 뉴질랜드의 활기 넘치는 수도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40만 명입니다. 2011년에 Lonely 
Planet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작은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화 및 특수 효과 산업의 본거지이며 
정보 기술 및 혁신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웰링턴 국제 공항과 광범위한 기차 및 버스 네트워크를 
포함한 훌륭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윈디 웰링턴’이라고도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창한 
날씨에 관한 한 웰링턴만한  곳이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서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배움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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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관련 비용

등록금 연간 $12,000.00 NZD
(GST 포함)

등록비* $285.00 NZD
(GST 포함)

행정 수수료 등록회차당 $150.00 NZD
(GST 포함)

이 비용에는 일반 학비, ESOL 프로그램, 교육관련 
구독, 전문가 수수료 및 문구류가 포함됩니다.

* 이것은 일회성 비용을 나타냅니다.

추가 필수 비용

교복
(약 $250.00 NZD)
여름 & 겨울 - 폴로 셔츠 1벌, 스커트 또는 반바지 1벌, 
체육 셔츠 1벌, 체육 반바지 1벌, 겨울용 모직 저지 1벌, 
여름용 선햇 1개 포함. 다른 물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견학 / 행사 / 공연
(연간 약 $60.00NZD)
학교 캠프
(2년간 약 $ 260.00 NZD)
여행 및 의료 보험
(개인의 경우 연간 약 $500.00 NZD, 가족의 경우 연간 
$1000.00 NZD)

기타 추가 비용

스포츠 단체활동
(개인 선택에 따라 종목당 약 $25.00 - $100.00 NZD)
음악 수업료
(금액은 개인 선택에 따라 다름)

이 추가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awa Intermediate School, 1 Ranui Terrace, Tawa

Wellington 5028, New Zealand

www.tawaint.school.nz
studynz@tawaint.school.nz

+ 64-4-2325201

유학생 특별 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 규정 2016

Tawa Intermediate School은 유학생 특별 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 규정 2016의 준수를 약속합니다. 본 규정의 내용은 

NZQA 웹 사이트 www.nzqa.govt.nz에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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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수학의 커리큘럼 영역은 학업 성공의 
열쇠이며, 이는 수업현장에서 매일 진행됩니다. 
우리의 커리큘럼은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특별한 재능을 탐구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학업, 스포츠 및 문화 
활동이 포함됩니다.

Tawa Intermediate School은 창의적이고 재능있는 
교직원들과 우수한 교내 디지털 인프라로 지원되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기술을 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Tawa Intermediate School을 뉴질랜드 유학을 위한 
목적지로 선택하시길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귀하와 
귀하의 자녀와 돈독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Tawa Intermediate Schoo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awa Intermediate School에 입학을 고려 중인 유학생 
및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탁월함, 다양성, 독립성, 훌륭한 시민 정신을 중시하는 
역사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살핌 받는 환경에서 7학년과 8학년의 고급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545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중등 학교는 학생의 교육에 있어 진정한 황금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바야흐로 펼쳐지는 
청소년기에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고,  
‘참여! 성장! 영감!’이라는 우리 학교의 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며, 모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평생 배움을 모토로 하는 교사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저희 재학생들에게 
열정을 불어 넣는 직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

• 학교 생활에 충분히 몰입되어야 합니다.
•  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학년의 학급에 배정됩니다.
•  영어 능력 수준을 특별히 고려하여 학교 커리큘럼의 
모든 영역에 가능한 한 충분히 참여하도록 기대하고 
권장합니다.

•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전문가 프로그램 (기계공작 
실습, 음악, 체육, 식품 기술, 시각 예술 및 기초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그룹 집중 영어  수업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스포츠 단체활동, 문화 행사, 음악 수업, 기초 언어 
수업, 야외수업 (EOTC) 등 Tawa Intermediate School
에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학습 보조용으로 디지털 기술(본인 소유의 디지털 
기기를 지참할 경우도 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