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 ALBERT
GRAMMAR SCHOOL
오클랜드 | 뉴질랜드

MAGS (마운트알버트 그래머스쿨)은 1922년에 설립,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학교
입니다. 이 중 200여 명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국제 학생입니다.

수상 경력이 빛나는 우수한 교사진

우리 학교 교사진은 이 나라 특유의 혁신적 교육을 실현하며
학생들이 대학교와 그 이상에서 성공할 기반을 잘 갖추는데
목표를 둔 뉴질랜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우수한 학업 성취도

• 우리 학교는 NCEA와 스칼라십에서 뉴질랜드 6 위를
차지했습니다.
• 우리 유학생 졸업자의 90%가 종합 대학에 진학합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스포츠 엘리트 학교

• 스포츠 종목 30여 개 중 선택 가능
• 재능있는 선수를 위한 8개 스포츠 아카데미

예술과 문화 기회

• 음악, 연극, 춤, 문화 - 학생은 이와 같은 활동을 선택하여
여러 수상 경력에 빛나는 퍼포먼스 그룹과 함께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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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학생 보살핌과 지원

• 우리 국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보살핌과 관리(Pastoral Care)를 철저히
하며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프로그램
•

ESOL 교실에서 집중적으로 영어 수업을 받은 우리
유학생은 정규 수업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됩니다.

광활한 캠퍼스와 시설

• 여러 개의 운동장과 학교 농장이 있어 면적 상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학교 중 하나입니다.
• 현대식 교실과 유서 깊은 건물들, 2개의 체육관,
실내 수영장, 천체 관측대

중심부 위치

• 학교는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 오클랜드 중심부의 아름다운 항구, 섬,
해변, 숲과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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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학생은 홈스테이(하숙) 또는 친한 친척이나 지인 가정에서 지내야 합니다.
학교의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유학생의 숙박 환경을 꼼꼼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오클랜드

과외 활동

학생에게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회는 날로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캠프, 음악 교습, 춤, 연극과 뮤지컬 프로덕션, 다양한 수준별 스포츠,
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한 스포츠 코칭 제공.

2019연도 학사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월 24일 목요일(신입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1월 29일 화요일(9학년 수업 시작일)
종료일 4월 12일 금요일(11주간)
1월 30일 수요일(전교)
4월 29일 월요일

종료일 7월 5일 금요일(10주간)

10월 14일 월요일

9~10학년과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12월 6일 금요일(8주간)
종료일
11~13학년의 경우 전국 학력 평가 시험이
끝나는 날

7월 18일 목요일(신입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종료일 9월 27일 금요일(10주간)
7월 22일 월요일

MAGS은 유학생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세심하게 보살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이 뉴질랜드에서 유학과 경험을 가장 보람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문의하여 주십시오.
Bronwyn Watts 브로닌 왓츠
국제부 부 책임자
bwatts@mags.school.nz
유선전화: (09) 846 2044

www.mags.school.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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