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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모험  정신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다!



Kia Ora!  Welcome!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초등학교로, 0~6학년 약 550여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시설이 잘 갖춰진 21개의 교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매력적인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학

습과 품행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학습적인 성공은 물론이

고, '학습자의 핵심 역량' 이라는 비전을 통해 사회성이 있는

학생들로 발전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용감하고 관계

가 좋은 팀플레이어이자 탐구자이며 커뮤니케이터가 되어 일

상에서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들은 우리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계획

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또한 이런 역량들은 아이들이 5살부

터 6학년까지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발전하고 마스터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재능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습은 뉴질랜드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 음악 수업, 아이패드 등

현대적인 학습 도구, 우리와 파트너십인 스포츠 베이 오브 플렌티

와 기초 기량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시작한 날부터 속하게 되는 하우스

라는 강력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들은 학생

들이 하우스의 성공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그룹으

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가족들은 같은 하우스에 속하게 됩니다.

유학생은 저희 학교의 정체성과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는 2013년부터 유학생들과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주 좋은

관계와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저희 학교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Matt Simeon

교장



우리의 비전
강한 모험 정신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

고 계속 나아가는 모험심을 배웁니다.

학교로서 우리의 역할은 집에서 학습한 것

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삶에서

멋진 모험심을 시작할 수 있는 기량과 역

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 관계는 핵심입니

다. 가르침과 배움은 포괄적이고 상호작용

이며, 모든 학생들의 개발 중인 요구와 상

태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When there is a positiv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tudents feel safe
and there is a strong bond of trust within the classroom. Students are
not afraid to take risks and understand that making errors are al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Students are more likely to feel positive about
school and have a greater chance of developing a true love for learning.”
John Hattie (2009)

나를 보고, 
나를 알자
우리는 학생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과거 경험

들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아이들 전체가 완전한 잠

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가르치다
학습은 직선이 아니며 모든 학습자들은 다르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의 개발

중인 요구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
너십 조약의
인정
세계 문화를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은 특히 마오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계관에 참여하도록 독려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문화적 렌즈를 통해

증진된 파트너십은 진실되고 살아있는 파트

너십 조약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목적을 발전시킵니다.



뉴질랜드 커리큘럼

영어

미술

체육

언어

뉴질랜드 커리큘럼은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안내합니다. 학교와 사회는 지역

의 요구와 흥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을 계획할 때 뉴질랜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뉴질랜드 커리큘럼은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이고 평생 학습자인 젊은이들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과학

기술



가르침과 학습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공동 학습을 추구합니다. 이는 교사

에게 직접 배우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2 명 또는 그 이상의

그룹 활동으로 새로운 이해와 의미를 찾고, 창의성을 개발

합니다.

공동 학습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놀이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놀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이것을 동기로 하여 학습을 위한

맥락으로써 놀이를 이용합니다. 이 맥락에서 아이들은 창

의적이고 장난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실험하며

발견하고 해결해 갑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는 놀이의 융합과 잘 발전된 구체

적으로 경험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잘 배울 것이라

믿습니다. 놀이는 세계 탐구, 창의력 독려, 의사 소통, 창조

의 믿을 만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경험된 학습

경험은 촉감적이며 잘 배열된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

며, 이는 필란스 포인트 스쿨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합니다.

놀이를 통한 가르침과 학습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학습도구로써 ICT와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기계를 사용할 때 다른 도구

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풍부한 정보를 어떻게 비평하는지

알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책

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지 배우길 원합니다.

디지털 기계



학습 환경
저희 교실은 전통적인 형태와 현대적인 형태가

공존합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사 1명이고, 현대적인 교

실은 큰 교실 하나에 교사가 4명까지 있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는 학년에 따라 결정됩니다. 1학년

학급은 교사 1명에 학생 15명, 2학년과 3학년 학

급은 교사 1명에 최대 23명, 4, 5, 6학년 학급은

교사 1명에 29명의 학생이 배정됩니다.

ERO 보고서
ERO (Education Review Office)는 뉴질랜드의

유아 케어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평가

와 보고입니다.

저희 학교의 최신 보고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ero.govt.nz/review-

reports/pillans-point-school-25-01-2017/

http://www.ero.govt.nz/review-reports/pillans-%20point-school-25-01-2017/


키위
1학년
만 5세

우리 팀

트위
1-2학년
만6-7세

판태일
3-4학년
만7-9세

모아
5-6학년
만9-11세

저희 학교의 팀 이름은 뉴질랜드 네 가지 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연령에 따라 배정됩니다.



학교 하우스
'해리포터' 영화처럼, 필란스 포인트 학

생들은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날부터 학

교 하우스(마타카나, 메이어, 마웅가누

이, 모티티)에 배정됩니다. 모든 학생들

은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 다니는 자신의

가족들과 같은 하우스가 됩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도 학교 하우스 중 하나에

속합니다.

Classic Builders의 후원으로, 모든 학생

들은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 등록하며 첫

하우스 티셔츠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각 텀 내내 학생들은 많은 하우스 이벤트

에 참여하여 하우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

는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각 텀 말과 학년 말, 1등한 하우스는 해당

하우스의 방패가 수여됩니다.

이런 그룹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재미

를 느끼며,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더

많이 학교 역량을 발전시키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전  8 : 3 0

학생에게 교실 문 오픈

수업 일정

등교일 준비물

오전  9시~ 1 0 : 3 0

1교시

오전  1 0 : 3 0 ~ 1 0 : 5 0

모닝티(오전 간식 타임)

오전  1 0 : 5 0 ~오후  1 2 : 3 0

2교시

오후  1 2 : 3 0 ~ 1 : 2 5

점심 시간

오후  1 : 2 5 ~ 3 : 0 0

3교시

오후  3 : 0 0

하교

학교 가방

도시락(모닝티와 점심)

물병

수영복과 수건

학교 모자

여름(1학기/ 4학기)에는 또한 다음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복
Our Learners wear their Pillans Point School uniform with pride both during the school day and when representing the school at
sporting events.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 하나로, 유학생 매니저가 등교 첫날 교복을 입고 올 수 있도록 교복 구입을

도와줄 것입니다.

등교 첫 주에 하우스 티셔츠를 받게 됩니다. 하우스 티셔츠는 매주 금요일마다 남색 폴로 교복 셔

츠 대신 입게 됩니다. 또한 연중 스포츠 행사나 하우스 대회 등 많은 경우에도 하우스 티셔츠를 입

게 됩니다.

Unisex Polo Shirt $35 NZD Summer Hat $20 NZD

Skirt $35 NZDShorts $35 NZD

or

Jacket $60 NZD Pants $50 NZDFleece $50 NZD

교복 의무 규정

교복 선택 규정

모든 학생은 폴로 셔츠, 반바지나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여름(1학기와 4학기)에는모자를 써야 합니다.

Prices subject to change



가족들과 의사 소통

학습과 관련된 의사소통(전통적으로 성적표로 알려진)은 비공식적으로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학

기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학교 성적표를 1년에 두 번

받게 됩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선생님과의 면담을 가집니다. 이 면담에는 통역이 제공되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학습과 과정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항상 가장 먼저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연락해야 합

니다.

학습 의사 소통

학교 가정통신문은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

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학교에 있었던

소식이나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앞으로의 행사 일정 살펴 보기

모든 가정통신문 열람

학교 행사 추가 금액 온라인 결제

결석 신고

저희 학교 어플리케이션으로 학부모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학교 어플리케이션

Seesaw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와 영어 수업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유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Seesaw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우고 창작한 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하며, 어떻게 기계

를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각 학생들은 자신의 Seesaw 저널을 갖게 되며 학습한 것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그림 메모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Seesaw 포스트가 업로드 되면 가족들이 어플리케이션 알림이나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소(Seesaw)



어드벤처 타임
어드벤처 타임은 각 학기 약 5주씩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어드벤처 타임은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재능과 호기심을 만족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다른 교직원,

사회 구성원들의 강점과 흥미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제2의 언어를 배우거나 학교를 위한 벽화를 그리거나, 운동 훈련, 문화 이벤트,개인적인 열정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학습 기회들은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필란스 포인트는 체육과 신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체력활동에 참여하며

교실 선생님과 Go4It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매 학기마다 보통 주요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스플래시 앤 대시, 트라이애슬론(수영, 자전거, 달

리기 3종 경기), 수영 스포츠, 크로스 컨츠리(오래달리기)와 체육대회 등이 포함됩니다. 학부모들

은 언제든지 이러한 행사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정한 날에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학교

별 또는 팀별 스포츠 행사에 경쟁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학교별 스포츠는 보통 4학년부터 주어집니다. 종목은 수영, 크로스 컨츠리, 체육대회, 체조대회, 럭

비, 하키, 넷볼, 크리켓, 미니 볼 등입니다.



야외 교육

가까운 물가를 찾아가 보기

망가누이 산 오르기

타우랑가 아트 갤러리 방문

5-6학년 캠프 (2박3일)

자전거 안전 수칙 배우기

Paddock 농장 방문

파도 안전 수칙에 대해 배우며 해변 즐기기

클래식 비행기 박물관과 타우랑가 공항 방문

야외 교육은 교실 밖의 활동에 기초한 커리큘럼입니

다. 이는 커리큘럼을 기초로 한 활동을 학교 안을 대

신한 외부 장소, 즉 박물관이나 marae(마오리 전통

회의 장소) 방문에서 스포츠 활동, 소풍, 현장 학습이

나 교육 캠프 등이 포함됩니다.

교실 밖 경험들로, 학생들은 교실과 교실을 뛰어넘은

세상에서 배운 것을 연결하여 학습 능력을 강화시킵

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실

밖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와 공연 예술
모든 학생들은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 미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받습니다. 참여

를 통해 그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습과 사회적 발전을 더욱 높입니다.

공연 예술은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에서는 2년 마다 뮤지컬 공연을 제작합니

다. 이런 제작은 모두의 뮤지컬, 드라마, 시각 예술 등 재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의 문화 기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owhiri (신입생과 가족들 환영 행사), 연례 학교 전체 항이(마오리 전통 요리), Kapahaka(마

오리 전통 공연) 배우기와 연례 Kapahaka 축제에 참여, 배스킷 드러밍 연주, 타우랑가 뮤직

페스티벌 참여, 학교 뮤지컬 제작, 체스, 연례 스피치 대회, 시작 예술, 미술 전시회 등입니다.



리더십 기회

교실 버디 프로그램

학생 자치위원회 구성원

하우스 리더(6학년)

교통안내(학교 앞 횡단보도 통행 관리) (5-6학년)

도서관 사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멘토 학습

모닝티와 점심 시간에 사무실 당번(5-6학년)

교직원실 당번(5-6학년)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다음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리더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학업 기회

심화 수학 그룹

영 아인슈타인 대회

체스 대회

NSW 대학의 ICAS 평가

E-Pro8 테크놀로지 도전

심화 라이팅 그룹

날마다 교실에서 배움과 동시에 필란스 포인트 스쿨

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
한 업무 규정
2016

필란스 포인트 스쿨은 유학생 보호 및 관리

를 위한 업무규정 2016에 서명하였습니다.

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2016

은 유학생의 복지, 성취와 권리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20년 이 넘게 근무한 

Lee는 저희 학교 유학생 매니저입니다.

Lee는 16세 때 1년 동안 오스트리아로 다녀왔

던 교환학생 경험으로 유학생과 가족들이 처

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 겪게 되는 문화적 충

격과 언어 장벽을 이해합니다.

또한 각 학생들의 필요에 충족시키기 위해

ESOL 프로그램의 진행을 감독합니다. 그리

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

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Lee는 자신의 일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으로,

학생들 및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

키기 위해 평소에도 모든 가족들과 연락을 하

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하

고 있습니다.

Lee는 2017년에 뉴질랜드 유학생 파트 국제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Lee는 교장 Matt Simeon의 아내이며, 세 자

녀인 Zac, Ella, Olivia는 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유학생
매니저
Lee Simeon



유학생 프로그램
We pride ourselves in making ou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ies feel welcome, comfortable and part of our school from
the day that they arrive. They know that we are here for them 24/7 to help them get the most of their ‘Kiwi’ experience.
Ultimately we want their ‘Kiwi’ experience to be happy, positive and provide them with memories that will last a lifetime.

모든 유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주일에 30분씩 4회의 소그룹 또는 개인 수업을 받습니다. (각 수준의 프로그램의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교 첫 날 '버디(친구)'를 갖게 되며, '키위(뉴질랜드)'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
다.
'Seesaw' 라는 어플을 통해 부모들과 조부모들은 학생들의 뉴질랜드 학업 생활을 공유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들과 문화를 공유합니다.
ICAS 온라인 시험에 참여합니다. (영어, 수학, 스펠링, 라이팅)
유학생 나라만의 기념일을 '키위' 친구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저희는 유학생 가족들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나 연락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새로 학기/학년을 시작할 때 안내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피시앤칩 나이트, 바베큐 등 여러 가지 가족 단위 행사를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유학생의 문화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학부모-교사 회의 같은 행사의 통역을 지원합니다.
각 학기마다 모닝티나 점심 모임을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학교 행사에 초대합니다.
카카오톡, 위챗, 라인, 이메일, 유학생 페이스북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연락합
니다.



저희는 2019년에 ESOL 프로그램의 기반으로 캠브리지 잉글리시 프로그램인 '키즈 박스'와 '파워

업'을 도입했습니다. 캠브리지 잉글리시는 모든 학생들의 개인적인 수준에 알맞게 구성된 조직적

이고 순차적인 프로그램으로, 매 주마다 영어의 4가지 영역(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 집중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언어 수업 요강은 학생의 연령과 수준에 알맞게 선정되고 단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캠브리지 잉글리시 YTC(Young Learners Tests)를 대비할 수 있

습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키즈 박스'와 '파워 업' 프로그램의 어떤 레벨에 해당하는

지 확인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알기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https://www.cambridge.org/bs/cambridgeenglish/catalog/primary/kids-box

키즈 박스(Kid's Box) & 파워 업(Power Up) 

캠브리지 잉글리시 프로그램



과외 활동

과외 스포츠 경기는 각 학기마다 열리며, 방과후나 주말에 참여합니다.

이런 스포츠들은 일반적으로 참가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지역 단체에 따라 달라지며 주

로 장소 대관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필란스 포인트 스쿨의 스포츠팀으로는 겨울 학기(2학기와 3학기)의 넷볼, 미니 볼, 농구와 하키, 여

름 학기(1학기와 4학기)의 배구, 크리켓, 키위택과 리파럭비가 있습니다.

그 밖에 타우랑가 커뮤니티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와 주말에 열고 있는 여러 가지 스

포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조, 테니스, 태권도, 수영, 골프, 축구, 럭비, 해양 안전 등입니다.

스포츠

기타 방과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악기 수업, 드라마 수업, 영어 학원, 미술 학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최근에 뭔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을 필란스 포인트 스쿨에서 계속 배우고 싶거

나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학생 매니저가 참여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기타 기회들

홈 타임(지역 소유 사업)은 저희 학교에서 방학 프로그램과 방과 전후로 돌봄 교실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질문은 홈 타임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https://www.hometime.co.nz/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홈 타임 - 방과전후 돌봄 교실 및 방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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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Tauranga
Tauranga is New Zealand’s fifth largest city and home to an estimated 125,000 people. Our city sits right on the water’s edge
and is well-known for its blue skies, warm climate, sparkling harbour and relaxed lifestyle.

Why choose the Tauranga Region as your place to Study?

1. 다양한 학습과정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대학 학위 또는기술 자격증, 영어 어학연수를 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우랑가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학과, 광범위한 기술 자격증 코스, 초.중등

교육 과정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어 어학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여러 어학원과 다양한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타우랑가 시민들도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영어권 일상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도 매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

니다.타우랑가 지역내 교육기관들은 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정을 마친 뒤 다음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도 쉽

습니다.

2. 빠르게성장하는 도시

타우랑가는 뉴질랜드에서 5번째 규모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모두가 살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뉴

질랜드의 가장 크고 효율적인 콘테이너 수출입 항구인 타우랑가항도 있어 지역 경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성장은 대학 학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졸업 뒤 취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지리적으로편리한 위치
타우랑가의 지리적 위치 또한 좋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45%가 타우랑가에서 반경 200km 안에 살고 있습니
다. 뉴질랜드의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까지 자동차로 2시간30분, 국내선 비행기로 30분이 걸립니다. 타우랑가 국내
선 공항에서 뉴질랜드 남북섬 각도시로 항공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 환상적인 기후와 날씨
타우랑가 지역은 아열대 기후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매 해 2,400 시간 이상의 화창한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
다. 온화한겨울과 따뜻한 태평양 바다는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고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는
1년 내내 서핑,낚시와 세일링을 위한 놀이터가 됩니다.

5. 아름답고 편안한 생활
타우랑가 지역의 자연 풍광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해변과 항구가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다양한 레스토랑, 편의
시설도즐비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기에 최고의 도시로 꼽힙니다. 다른 문화와 나라에서 이주하는 모든사
람들이 환영받고 있으며 이 도시의 다양성을 즐기고 있습니다. 타우랑가는 안전하며 존중과 포용이 넘치는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6. 풍성한 예술과 문화
타우랑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도풍성하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미술 전시관에서는 지역 및 전국 예
술가들의 우수 작품을 만날 수있습니다.

7. 문화 유산이 풍부
베이 오브 플렌티 해안은 문화적,역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마오리 문화유산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마우아
오(마운트 망가누이), 파파모아 힐스 그리고 마케투 등 신성한 장소로 특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은 이 지역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풍족한 자원에 매료되어 지역명을 “Bay of Plenty (풍족한 도시)’라고 지었
습니다.

8. 경제적인 생활의 도시
뉴질랜드 여러 도시에서도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다른 대도시에서 사는 생활비 등은 더
높아집니다. 타우랑가에서는 경제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비용은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
다. 즉,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9. 진정한 유학 경험
타우랑가는 뉴질랜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 역 내 학교의 각 교실에는 오직 1명 의 한국 유학
생만 입학 가능합니다. 이런 학습 환경 속에서 유학생들의 영어는 빨리 늘고 이 나라 문화도 제대로 흡수하면서 오랫
동안 친하게 지낼 키위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10. 혁신 기업들의 활기
여러 기업체들이 타우랑가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로 인해 타우랑가는 활기가 넘칩니다. 에듀케이션 타
우랑가는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들이 우호적인 기업 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망을 갖
고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living and studying in Tauranga please visit:
https://www.educationtauranga.co.nz



www.pillanspoint.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