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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15년 가까이 현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늘 변함없이 뿌듯하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환경이, 우리 학생들이 단지 영어을 배우기 위함 만이 아닌, 부모를 떠나 독립심을 키우고 현지 학문을 

익히고 현지 친구들 과의 교류를 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활동을 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직하고 친절하며 안전한 사회임과 동시에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1800년대 말 유교경전을 떠나 신학문을 받아들이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고 4.19, 5.16등을 

거치며 1960년대 초가 되어 비로소 새로운 교육제도의 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1974년이 

되어서야 고등교육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반 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지만 백년지대계인 우리나라 현 교육은 그 

역사가 참 짧습니다. 아직도 배움이 경쟁이어야 하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볼 때, 기초학문으로 인정받는 영국식 교육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뉴질랜드 기본학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국의 교육학 전공 교수들이 표본으로 삼아 그 

연구를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회로 인정 받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기초학문을 한국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조기조기 유학이 낳는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접할 때 마다, 일부 바르지 못한 업체들로 인해서 귀한 

교육의 장이 위축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계가 빠른 네트워크로 이미 하나 같이 움직이는 이 때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른 선진문화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KWIZ는 교육자적인 사명감을 잃지 않을 것이며 귀한 이 교육의 장을 갈고 닦으며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WIZ Education 

공동대표 문익준 (Tony), 최춘욱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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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로  , KWIZ Schooling Camp, 관    

2010년 ~ 2016년까   16  단기  공     
 9개 각 다른 기관   -  된 라는 가 

로   

 Hellosihan  

 극동  1   

KWIZ Education 로 경

Mimicking English (구 Toss English) 가  계  결

Glolink Education, 뉴 랜드 교  등록

Glolink Education, Whangaparaoa, HDS, Stanmore Bay 력   
GESN Member 등록

Whangaparaoa College 교 단 1  국 

Whangaparaoa College 교 단 2  국 

Whangaparaoa College 교 단 3  국   강  개

 당 등 교  결

KKIZ 강남  

교   

 G-Education 로  

KKIZ로 경 (2010)

Toss English ,광    (2010)

Toss English , 강 , , , 관 ,  등  40개    (2011)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8

KWIZ Education (  듀 )  뉴 랜드  관  단기    

로그램 로 2008년  금까  공   교  고 니다. 고  과 

경  갖 고 는 9, 10 등급  Whangaparaoa College, Huapai District School, Stanmore 

Bay School 등과 Sole Agentship  가 고    15년  경력  가  님들로 

구 되  고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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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치

회사정보

Whangaparaoa College: 15-25 Delshaw Avenue, Stanmore Bay, Whangaparaoa 0932

Huapai District School: 30 Waiora Rd, Stanmore Bay, Auckland 0932

Stanmore Bay School: 40 Station Rd, Auckland 0810

사업자등록번호: 2090921

웹싸이트 www.kwizedu.com

대표이메일: tony@kwizedu.com, charlie@kwizedu.com

회사주소: 11c Nimstedt Ave  Oteha  Auckland

연락처: 070 4643 2816, 070 8623 8216

Whangaparaoa College

Stanmore Bay School

KWIZ Education

T.N.I.S

Huapai Distric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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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육

뉴질랜드 교육의 특징

학습의 기본 양식 육성을 지향하는 뉴질랜드 초등 교육의 특징

뉴질랜드 초등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기본과 과정을 강조하는 수학교육과 문제 해결 중심의 주제 

학습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면서, 그 속에서 내포된 학습의 기본 소양, 즉 논리성, 능동성과 자기주도성, 창의성과 

탐구성, 문제 해결성을 습성화 시키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이 누적되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학습적, 일상적 삶을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게 된다. 내 생각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칙과 규칙을 존중하게 된다.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315~333, 2006. 12. 송언근 - 발췌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315~333, 2006. 12. 송언근 - 발췌

1. 초등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해력과 수학적 문해력 두 영역의 주제 중심 수업입니다.

2. 학교수업은 개개인의 꿈과 재능을 발굴 개발해나가는 과정입니다.

3. 사회, 과학, 실과 등은 Term을 달리하면서 순환적으로 수업을 한다.

4. 수업 시간이 40분 혹은 50분 등으로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학습 내용과 활동에 따라 다양한 시간으로 배분된다.

5. 초, 중, 고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의 수업 시간은 동일하다.

6. 학교와 지역에 따라 교육과정은 달리 운영된다.

7.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원인이 되는 교과서가 없다.7.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원인이 되는 교과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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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회

친절한 나라 뉴질랜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인종비율

국제투명성기구 집계 2006 ~ 2013년
http://www.transparency.org/cpi2014/results 
8년간 반 부패지수 1위라는 부동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정직하고 
규정과 법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켜나가는 사회인지를 방증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듯 정직한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수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민의 주류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서구적 문화·예술 전통과 가치관이 지배적입니다.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복지국가 및 일일 8시간 노동제도 역시 세계 최초로 확립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9
월 아시아뉴질랜드재단(Asia New Zealand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이 재단을 통하여 뉴질랜드-아시아 간의 관계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질랜드재단의 전신은 아시아2000재단(Asia 2000 Foundation)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시정책을 추진하여
2003년에는 「Seriously Asia」, 2007년에는 「Our Future with Asia」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인종은 유럽인이 68%이며, 마오리 원주민이 14%, 아시아계가 9.2%, 남태평양인이 6.9%로 구성됩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입니다. 뉴질랜드 종교는 성공회, 개신교, 가톨릭
등입니다.

2013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여 뉴질랜드는 가장 친절한 나라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 인들이 
친절하다는 인식은 전문 여행가들 사이에서는 늘 1,2위를 다투었던 부분입니다.

뉴질랜드도 한국전쟁 시 우리를 도와 참전했던 17개국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마오리 종족들도 다수 참전했는데 전쟁 중 한 
마오리 병사가 시름을 떨쳐내기 위해 불렀던 노래 중 '포카레카레 아나'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한국 어린 아이들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구전되어 우리 식의 가사가 붙여 진 것이 바로, 70-80년대에 대학생들 MT에서 흔히 불렀던, '연가'라는 
노래입니다. KWIZ 연수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국전에 참여하여 준 뉴질랜드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노래를 마오리어와 한국어로 
불러 공연을 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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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제

Primary School - Primary 과정만 진행하는 학교 - 뉴질랜드 초등학교는 만 5세 생일에 입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Full Primary School - Primary School과 Intermediate School과정을 모두 진행하는 학교
Intermediate School - Intermediate 과정만 진행하는 학교
College - Intermediate과정을 포함하거나 Secondary 과정만 진행하는 학교

뉴질랜드 학기

1학기 10주
2월 ~ 4월

2학기 10주
5월 ~ 7월

3학기 10주
8월 ~ 10월

1학기 10주
10월 ~ 12월

2주 방학 2주 방학 2주 방학

4주 겨울 캠프 (뉴질랜드 여름) 4주 여름 캠프 (뉴질랜드 겨울)

나이(만) 뉴질랜드한국

유치원 (Kindergarten)

유치원 (Kindergarten)

초등학교
(Primary School)

중학교
(Intermediate)

고등학교
(College)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3

4

5

6

9

10

11

12

7

8

15

16

17

18

13

14

Year 3

Year 4

Year 1

Year 2

Year 5

Year 6

Year 9

Year 10

Year 11

Year 12

Year 7

Year 8

Yea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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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사일정 (2017 / 2018)

1학기 (10주 혹은 11주)

1월 30일 ~ 2월 7일

4월 13일 종료

1학기 (11주)

1월 29일 ~ 2월 7일

4월 13일 종료

2학기 (10주)

4월 30일 시작

7월 6일 종료

3학기 (10주)

7월 23일 시작

9월 28일 종료

4학기 (10주)

10월 15일 시작

12월 20일 전에 종료

2학기 (10주)

5월 1일 시작

7월 7일 종료

3학기 (10주)

7월 24일 시작

9월 29일 종료

4학기 (10주)

10월 16일 시작

12월 20일 전에 종료

뉴질랜드 공교육 학사일정 (2017년)

뉴질랜드 공교육 학사일정 (2018년)

Literacy

Numeracy

The Arts

Concept-Based Learning
Science, Social Science, Technology

Year 7 & Programmes
CaCareers Education, Languages Technology, The Arts

Learning Assistance

Extension Programmes

Montessori Classes

Language
English, Maori, French, German

Mathematics
Statistics Calulus

Science
Physics, Biology, Chemistry

Social ScienSocial Science
Business Studies, History, Art History, Economics, 
Geography, Classical Studies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Health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ifestyles, 
Outdoor Education

Technology & ICT
Building Building and Construction, ICT, Technology, Graphic
Design and Visual Communication

The Arts
Drama, Music Dance, Practical Art

Gateway Careers Media Studies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뉴질랜드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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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학 진학

NCEA는 뉴질랜드 국내외 대학 입학 시 또는 취업시 통용되는 국가공인 학업성취 인증서입니다. 
NCEA는 고등학교 1,2,3학년 (Year11, Year12, Year13)을 통해 NCEA Level 1, Level 2, Level 3로 나뉘어 
취득하게 됩니다.

Year 13 (고3과정)에서 NCEA Leve 3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총 80 Credits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Credit도 Exellence, Merit 그리고 Achieved로 나뉩니다. 이를 뉴질랜드 대학입학시 필요한 
Rank Score로 환산 할 때는 각 4점,3점,2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최종 Rank Score를 
기준으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 Auckland University의 프로그램 별 Rank Score, Subject and 
Credit Requirements가 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NCEA (The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3 Rank Score
총 80 Credits 60 + 60 + 90 = 210

Exellence: 15 X 4 = 60

Merit: 20 X 3 = 60

Achieved:  45 X 2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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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Auckland University 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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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A 해외 대학 진학

Australia

호주는 NCEA Level 3 과정을 호주의 고등학교 과정의 최종학력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대학 
입학시에 그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 NZQA를 통하여 ATAR (The 
Australian Tertiary Admission Rank) Score로 환산하여 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78년 부터 대학 입학 졸업 증서 동등성 유럽 협약 조인국입니다. 조인국들 
사이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최종 학력 성적을 등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http://www.nzqa.govt.nz/studying-in-new-zealand/secondary-school-and-ncea/international-reco

독일에서도 NCEA를 인정하고 대학 입시 성적으로 NCEA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NZQA는 
독일의 KMK(Kultusministerkonferenz)와 협약하여 NCEA Level 3 결과를 Abitur ( ‘
Abitur’는 독일의 대학 진학을 위한 qualification)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NCEA levels를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levels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NCEA Level 2는 영국의 GCE와 동등히 비교하여 평가받고 있습니다.
NCEA Level 3는 영국의 GCE A-Level에 동등히 비교하여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NCEA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대학 입시 평가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GPA (Grade Point Average)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NZQA에서 추산하여 GPA 
letter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NZQA와 KICE(Korea Institu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은 공동으로 연구하여 양국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의 ‘
(curriculum-to-curriculum analysis)제공하고 있고 학력 동등 비교를 위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Europe

German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public of Korea

외에도 India, Spain, Thailand 등 에서 NCEA 과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NCEA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공인 학업성취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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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유학

방과후 수업 

4주 적응 훈련 

방학 프로그램 

자기 개발

생활 관리 

- 영어, 수학 수업 진행 (매일 2시간)
- 학과 과목 관리 

- 연 3회 2주 방학 중, 보충 수업 및 액티비티 진행

- 4주 적응 훈련을 위한 Workbook 개발

- 스포츠 클럽 활동 혹은 악기 등 과외 활동 관리

- 정기 홈스테이 방문
- 건강관리
- 종교활동
- 기타 전반적인 생활 관리

학사 관리

야유회, 수학여행

기타 업무

월간 보고

- NCEA 등 세미나 진행
- 학점 관리
- 출석관리
- 각 학과목 담당 교사와 소통

- 학기별 2회 야유회
- 1박 2일 수학여행

- 학교생활 태도, 홈스테이 생활 태도 보고
- 방과 후 수업 태도 보고
- 용돈 사용 내역 보고

- 학생 비자 관리
- 유학생 보험 적용 관리
- 학생의 효과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가디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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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적응 훈련 프로그램

Workbook을 통한 체계적인 진행

K Task @ Homestay

K Task @ School

K.Task@Homestay Week 1: 주제는 House Chore 입니다.  - 뉴질랜드 아이들은 꼭 
가사 노동을 감당합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ex) 우편함에서 편지 들고 오기, 설거지 보조, 테이블 닦기, 자기 방 
청소 등이 됩니다.

K.Task@Homestay Week 2: 주제는 My Host Family 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홈스테이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합니다.ex) facebook, Email, Kakao Talk 등

K.K.Task@Homestay Week 3: 주제는 Video Shooting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홈스테이와의 일상을 조금씩 비디오로 촬영하며 구성원들의 메시지를 담아옵니다.

K.Task@Homestay Week 4: 주제는 Farewell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영문편지를 쓰고 편지봉투에 주소를 바르게 작성하여 동봉합니다. (귀국 후 발송)
- 지속적인 교제를 유도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K.Task@ Schooling Week 1: 주제는 Making KIWI Friends 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사진 속의 키위 친구찾기' 지난 캠프 참여 학생들의 사진을 들고 사진 속의 키위 친구를 찾아서 
사진을 선물로 주고 미션을 수행하는 수업입니다. - 첫번째 주에는 키위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K.Task@ Schooling Week 2: 주제는 특파원 노트  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학교문화 혹은 홈스테이 문화를 통해 한국문화와 다른 주제를 설정하여 키위친구들과 함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 두번째 주부터는 키위 친구들을 활용합니다.

K.K.Task@ Schooling Week 3: 주제는 키위친구 인터뷰 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특파원 노트의 주제를 통해 필요한 키위 친구들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때론 학교 선생님들도 참여 
하십니다. 팀별로 키위친구 멘토가 참여합니다.
- 세번째 주부터는 키위친구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K.Task@ Schooling Week 4: 주제는 Farewell공연 입니다. 
- 필요한 회화 학습 -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여 어셈블리 시간에 공연을 합니다. 키위 친구들과 멋진 이별을 의미합니다. 

문화수업  - 뉴질랜드 애국가와 마오리 전통 댄스 HAKA Dance를 배워 봅니다.
키위 친구 프로파일링- 그간 사귄 키위 친구들의 정보를 정리하여 지속적인 교재를 유도합니다.키위 친구 프로파일링- 그간 사귄 키위 친구들의 정보를 정리하여 지속적인 교재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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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주말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

기타 업무

월간 보고

- 교회 등 종교 행사
- 외출
- 각종 클럽 활동

- 학부형과 긴밀히 논의하여 건강관리
- 치아교정 등

- 학교생활 태도, 홈스테이 생활 태도 보고
- 방과 후 수업 태도 보고
- 용돈 사용 내역 보고

- 학생 비자 관리
- 유학생 보험 적용 관리
- 학생의 효과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가디언의 역할 

영어, 수학 수업 진행

해당 학교 내 교실 수업

용돈 관리 

등하교 관리 

생일 파티 등

- NCEA반, 저학년 반으로 나뉘어 진행

- 1,2교시로 영어와 수학으로 진행

- 용돈은 매월 내역을 리포트
- 매월 30~50불 용돈 지급
- 각 학생마다 현지 은행 계좌 오픈
- 핸드폰 사용료, 교통카드, 스포츠 활동 등

- 정규 수업 종류 후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수업 진행

- 학교 등교 관리 및 귀갓 길 관리

- 생일 파티 등, 각종 개인적 행사 및 이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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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모습

신입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Huapai District School

수학수업 시간
Whangaparaoa College

ESOL 수업시간
Whangaparaoa College

체육시간
Whangaparaoa College

체육시간
Whangaparaoa College

음악시간
Huapai District School

요리시간
Whangaparaoa College

점심시간
Whangaparaoa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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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방문 프로그램

한국 방문 상담

학교 방문
홈스테이 방문
야유회 참여
여행일정 계획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보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방문 하시는 학부형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 방문, 홈스테이 방문, 야유회 

기간이나 방학 프로그램 기간을 활용하여서 함께 여행을 하는 

등의 전반적인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유가여유가 되어 방문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KWIZ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또한 현지에서 자녀들의 유학생활을 위해서 더욱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 방문하지 못하시더라도,

두 원장 채제인, KWIZ Education은 연 최대 4회까지 현장 책임자가 한국 출장
일정 중, 유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형님들을 직접 방문하여 경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던 현장 책임자가 방문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디테일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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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가파라오아 칼리지
Whangaparaoa College

총 학생수

국제 학생수

인종 비율

생활권

한국인 거주율

1394 명

46 명

최상위

매우 낮음

뉴질랜드 백인81%, 마오리6%, 

영국계8%, 기타 아시안 5%

주소: 25Delshaw Avenue, Whangaparaoa, Auckland

홈페이지: www.wgpcollege.school.nz

Tel: (09) 424 9177

KWIZ Education과 17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국적 유학생들을 늘 많이 보유하는 학교로 유학생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며 유학생 담당 선생님과 직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KWIZ와도 오랜 관계 속에 있어 체계적인 

연수생 관리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근래에 새롭게 단장하여 

현대식 건물과 시설을 자랑합니다. 장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로 

장기 연수 시 진학하도록 합니다.

학교등급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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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모어베이 프라이머리 
Stanmore Bay Primary School

총 학생수

선생님 수

인종 비율

생활권

한국인 거주율

522 명

34 명

최상위

매우 낮음

뉴질랜드 백인 71%, 마오리 16%, 

영국계 5%, 기타 아시안 8%

주소: Waiora Rd, Stanmore Bay, Auckland

홈페이지: www.stanmore.school.nz

Tel: 09 424 5540

KWIZ Education과 17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많은 유학생 유치 경험으로 차별화된 ESOL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를 4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 팀 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학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와 문서들이 

DVD화 되어 발매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등급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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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파이 디스트릭트 스쿨 
Huapai District School

총 학생수

선생님 수

인종 비율

생활권

한국인 거주율

459 명

39 명

최상위

매우 낮음

뉴질랜드 백인 82%, 마오리 8%, 

영국계 2%, 기타 아시안 8%

주소: 40 Station Rd, Huapai, Kumeu

홈페이지: http://www.huapaidistrict.school.nz

Tel:  09-412-5042 

KWIZ Education과 6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Huapai District School은 오클랜드 최대의 농장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상류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며 아이들이 순수하고 밝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안의 숫자가 

아주 적어 영어공부하기에 최고의 학교입니다.

학교등급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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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푸나 노말 인터미디어트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

해당 나이

총 학생수

국제학생 수

인종 비율

생활권

한국인 거주율

597 명

26 명

최상위

매우 낮음

만 11세, 12세

뉴질랜드 백인 44%, 마오리 4%, 

중국 15%, 영국계 3%, 기타 34%

주소: 26 Northcote Rd, Takapuna, Auckland

홈페이지: http://tnis.school.nz

Tel:  09-489-3940 

KWIZ Education과 5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명문 국립학교로써 인터미디어트 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IB기관 

인가를 받아 IB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NorthShore City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엄마 동반 유학 같은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타민족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 제 2 외국어로 중국어를 택하고 있는 몇 

안되는 학교중 하나입니다. 

학교등급

9/10

인터미디어트 학교 중 최초로 IB 

기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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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정직하고 순박한 사회인 뉴질랜드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 중에 

가장 동양의 정서를 닮았습니다. 인심 좋고 정많은 뉴질랜드 

가정들은 부모를 떠나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가족이 되어 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학교와 KWIZ가 동시 관리

- Police Vetting (경찰신원조회)

- 사전 인터뷰- 사전 인터뷰

  

알/아/두/기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유학생들 신변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1차1차 책임을 해당 학교로  합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 생활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모든 활동사항을 학교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동시에 KWIZ Education은 당연한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게 되므로, 이중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홈스테이 생활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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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연락하기

[현장스케치]

장기다이어리
캠프다이어리
영상앨범
사진앨범
학생다이어리
  

6000마일이 떨어진 곳 에서의 아이들의 생활상을 
매일 매일 자세한 글과 사진, 영상 또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영문일기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KWIZ 웹싸이트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및 생활 상을 매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연락하기 좋은 시간대

10월 ~ 3월 까지
Daylight Saving
4시간 차이

4월 ~ 9월 까지
3시간 차이

한국시간으로

2시 부터  5시 사이

한국시간으로

3시 부터  6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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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프로그램 및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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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프로그램 및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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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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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Z 뉴질랜드 관리형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