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uranga - New Zealand.

우리 지역: 파파모아는 타우랑가 시티에서 제일 넓은 주
거지역입니다. 16km에 달하는 하얀 백사장 해변이 자
랑이며 뉴질랜드 북섬의 북동쪽 해안을 낀 베이 오프 플
렌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하타이 코스트 학교
에서 파파모아 해변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며 마운트
망가누이까지는 자동차로 10분, 타우랑가 시티센터까
지 15분 걸립니다. 파파모아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춘 매우 안전하고 우호적인 주거단지입니다.

Auckland
Tauranga

Christchurch

우리 학교: 만5세 - 12세까지의 학생 650여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
급 교실은 현대적인 학습 환경이며 공간 활용도 매우 효율적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모래밭과 놀이터가 학교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
다. 커다란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며 두개의
어드벤처 놀이터는 학생들의 도전을 자극합니다. 넓은 강당과 연단은 각
종 공연을 위한 훌륭한 무대가 됩니다. 교구재가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
어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무궁한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타하타이
코스트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됩니다.

유학생 보호 관리: 타하타이 코스트 학교는 공립 기관으로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와 관리에 관한 지침에 서명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ESOL 영어 & 학급 수업: 타하타이 코스트 학교는 우수한 품질의 교
육을 제공하며 학문적 학업성취도 뛰어납니다. 국제 유학생들은 학년
에 맞는 각 학급에 1명씩 배정되며 일주일당 네차례 자기 학급에서 나
와 소규모의 집중적인 영어수업(ESOL)도 받게 됩니다. 전문 영어교
사가 유학생들의 학업과 교내 생활을 적극 지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학
교 교육과 학습 과정에는 최신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술(IT)이 활용되고
있고, 학생들은 자기 소유의 애플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학교에 갖고 와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 & 액티비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배구, 하키, 넷
볼, 육상, 스피치와 드라마, 노래부르기, 우쿨렐레, 기타,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aTE: 모든 커리큘럼에서 뛰어난 성적
을 보이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영재들을 위해 선행우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ds Club: 방과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매일 교내
에 남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요리, 공예, 스포츠, 실내외 게임 등을 즐기는데 참가 시간에 따라 비용은 $14$19, 오후 간식은 제공됩니다.

유학생 학비: $12,000 + 등록비 $285.

Principal: Mr Matt Skilton
International Student Manager: Mrs Rowan Barton
ESOL Teacher: Mrs Angela Guernier

Address: 45 Evans Road, Papamoa, Tauranga,
New Zealand
Phone: +64 7 542 4600 Website: www.tahatai.school.nz
Email: rowanb@tahatai.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