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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마운트 망가누이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화창한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의 타우랑가 도심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입니다.
마운트 망가누이는 안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이 곳
사람들은1년 내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즐기며 야외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학교, 상점, 해변, 시내와 근접한 현대적인 시설의 넓은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종류의 주거지가 임대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은 자전거, 도보 또는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한
통학도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 유학 온 학생이나 단기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유학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믿을만한
홈스테이 가족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만 10-13세 사이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현재 약
630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특정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재학하는 만큼, 학교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과 과정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규모 학급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아래와 같은 전문적인 실습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각 예술 (Visual Arts),
재료 및 전자 공학 (Hard Materials and Electronics), 식품 공학 (Food Technology),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로봇 공학 (Digital Technology and Robotics), 무용, 연극, 음악 (Dance and
Drama and Music).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재학생들의 읽기, 쓰기 및 수리 능력이 국가 학업능력 평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지향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학생들이 전국 및 지역 규모의 스포츠와 문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룬 성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Future Problem Solving (미래문제 해결 대회): 전국
결승 진출, 극연출 1위
ICAS (International Competitions and Assessments
for Schools) (학력 경시 대회): 컴퓨팅, 수학, 영어, 작문
및 과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 (High Distinction,
Distinction)
Battle of the Bays (Surf Lifesaving) (해상 인명구조):
우승
PCT (Police Competency Training) Challenge (경찰
역량훈련): 전국대회 우승
NZCT AIMS (NZ Community Trust Association of
Intermediate and Middle Schools) (중등생 체육 대회):
인도어볼링, 7인제 럭비 우승
Waterpolo (수구) : 전국대회 우승
Dance NZMade (무용): 지역대회 우승
Stage Challenge (무대공연): (90개 고등부 참가팀과
겨룬 유일한 중등부 참가팀으로서) 2위
Gym Sports (체조) : 다수의 개인 및 단체 금메달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체스, 점프 잼, 합창단, 골프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유학생 지원: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단기 유학부터 2년 유학까지 다양한 유학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 유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며,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영어수업인 ESOL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최적의 개별관리를 받고, 이 학교 소속으로서 완벽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실 당 한 명의 유학생만
배정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보호 및 관리 지침 규정: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교육부의 국제 유학생 보호 및 관리 지침 규정을 준수하는 학교입니다.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 및 관리 지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minedu.govt.nz/international
또는 www.nzga.govt.nz
진학:
마운트 망가누이 인터미디어트는 유학생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 마운트 망가누이 초등학교 및 마운트 망가누이
컬리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학생활
저는 한국에서 온 지나라고 합니다. 저는 마운트 망가누이 초등학교를 약 1년 동안 다닌 후, 이 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약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곳은 공부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 생활을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모두 매우 친절합니다. 또한
유학생인 저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올해 말 한국으로
돌아가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밝고 넓은 교실, 그룹활동을 위한 여유있는 공간과 같은, 현대적인
학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수업은교과서를 통해 배우기 보다는 그룹
활동을 통한 학습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학교에는 스포츠와 여러가지 놀이를
위한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또한 농구, 하키, 넷볼을 위한 인조잔디가 구비되어
있고, 여름에는 테니스 역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마운틴 망가누이 골프클럽 멤버이기도 해서 방과 후에 쉽게 골프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공학 (Food Technology), 재료 및 전자 공학 (Hard Materials and
Electronics), 무용, 연극, 음악 (Dance and Drama and Music) 및 시각 예술 (Visual
Arts) 등의 전문적인 수업은 매우 즐거웠으며, 중등학교의 장점인, 많은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합창단, 밴드, 하키, 무대경연대회, 과학 박람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과학, 영어, 작문, 수학 영역의 국제 ICAS (학력경시대회) 에 참가하였고, 과학과 작문 과목에서는 크레딧 (credit) 을
수학에서는 디스팅션 (distinction) 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학교 대표로 AIMS
(중등생 체육 대회) 의 골프 종목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유학생으로서 뉴질랜드 총리와 타우랑가 시장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와 제 남동생이 공부할 곳으로, 저희 가족이 마운틴 망가누이를 선택한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좋은 기후와 뛰어난 학교들이 있고,
우호적이고 안전하며, 타우랑가 도심과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냈던 좋은
시간들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준하: 저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나무가 많아서, 학교 경관을 멋있게 해줍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도와주십니다.
채은: 마운틴 망가누이 해변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여름에 그 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존경, 팀워크, 회복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KIWI Can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영어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 ESOL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뉴질랜드의 생활방식을 배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훈: 이 곳의 모든 사람들이 친철합니다. 학교에는 새로 지어진 넓은
교실들이 많고,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룹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는
많은 Year 8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Year 8 캠프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야외활동 (animal survival, managing the confidence course,
flying fox와 같은 게임) 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밤에 반딧불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를 만들어보고 실용적인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던 전문적인 실습수업이 즐거웠습니다.
티앙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정말 잘 신경 써주시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항상 도움을 주십니다.
링루: 저는 매우 특별함을 느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매우 친절하고 잘 도와줍니다.
지지에: 이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