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

뉴질랜드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 머레이스 베이 중학교는 뉴질랜드에서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 현대적이고 넓은 공간과 깨끗한 환경
• 우수한 교사진
• 모국어 지원
• 21세기적 인 시설들
• 미래 지향의 디지털 학습
• 국제 학생들의 학교의 다양한 행사 참여
• 메레이스 베이 중학교는 세계 보건
기구에서 안전한 학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학 문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www.mbi.school.nz

www.safecommunities.org.nz/ssciap.mbs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
Sunrise Ave, Murrays Bay, North Shore
Auckland 0630, New Zealand
Ph +64 9 4772121 Fax +64 9 4788071
www.mbi.school.nz

www.mbi.school.nz

One of New Zealand’s leading schools for middle
school students,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

Committed to Excellence in All Aspects of Education
위치

Code of Practice (유학생 관리지침)

메레이스 베이는 오클랜드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의 북쪽 해변에 위치해 있는아름답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국제 학생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핍니다. 학교는 국제 학생들의 복지 안전을 위한
뉴질랜드 교육 부의 Code of Practices 에 서명을
하였고 그 법안의 모든 부분을 준수하며 만11세에서
13세 의 학생들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www.minedu.govt.nz

오클랜드는 Mercer’s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노스 쇼어지역은 아름다운
풍광과 안전하고 깨끗한 해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www.mercer.com/qualifyofliving
The Global Peace Index 순위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교과 과정과 학교 시설
학교는 다음과 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특별 과학기술 프로그램
• 각 교실마다 최신의 디지털 테크놀러지
• 음악과 미술. 연극. 우수한 합창단. 각종 밴드와
오케스트라
• 최신 시설을 갖춘 체육관. 무용실. 음악 연습실. 그래픽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3D 프린트를 갖춘 로보틱 워크숍.
• 특화된 국제학생 협력 프로그램
• extension (특별반) 프로그램
• 학생들의 학습 지원
• 실내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을 갖춘 높은 수준의 체육
프로그램
• 다양한 언어 교육

A Future Focused,
High Achieving Learning Environment.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배우게
됩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일주일에 5시간까지 시간을
배정하여 소규모의 수업이 진행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도 입학 즉시 현지
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합니다,
교사들은 모두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분들 입니다.

국제학생지원
학교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해당 모국어가 가능한 교사를
둠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며 국제 학생
담당자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통해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홈스테이 가정 방문을 하며 국제
학생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하루 24시간 연락이
가능합니다.

숙소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뉴질랜드 가정의 홈스테이를 알선하기도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가정으로 엄선합니다

특별 활동
요리 실습. 재봉. 선반. 목공. 기업과 혁신. 연극과 무용. 음악.
그래픽 아트와 응용 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