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 푸키 하이 스쿨
국제 유학생 브로셔

테 푸키 / 타우랑가


타우랑가는 뉴질랜드 5대 도시로 가장 성장이 빠른 지역



아름다운 해변, 풍광과 편리한 쇼핑센터



테 푸키는 타우랑가에서 20분, 로토루아에서 40분, 오클랜드에서
국내선 항공편으로 약 25분 거리



테 푸키는 사람들이 친절한 준 전원 타운



온화한 날씨,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매우 안전하고 다른 문화도 적극 수용하며 환영

테 푸키 하이 스쿨


우호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남녀공학 공립 중.고등학교



만13세부터 18세까지, Year9-13학년에 총 재학생은 약 1000명



전세계 출신인 소수의 국제 유학생들에게 세심한 보호 관리



전국 평균을 윗도는 대학 입학시험 결과



다양한 아카데믹 학과목 및 ESOL 영어 포함 여러 실용 과목들



스포츠, 무대공연, 미술, 음악, 클럽 등 다앙한 학교 수업 및 액티비티



훌륭하고 친절하며 매우 활동적인 현지 홈스테이 가정 제공

교내 다양한 활동

홈스테이
테 푸키 하이 스쿨른 다양한 교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유학생들에게도 적극적인 참가를 권합

테 푸키 하이 스쿨은 매우 훌륭한 현지 가정 홈스테이를 제공합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거나 해변이나 쇼핑몰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목장이나 키위 과수원 가정도 있습니

니다. 교내에서 가능한 활동에는:














다. 모든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신중하

골프

게 엄선했고 경찰 신원조회도 마친 안

테니스

전한 가정들입니다.

베구
농구

홈스테이 가정은 점심 도시락을 포함한

배드민턴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수영

안락한 침실과 우호적인 지원과 보호를

승마

해주기 때문에 진짜 뉴질랜드 가정 생

악기 과외

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밴드부
오케스트라
합창 / 성악

2016 년 유학생 학비

드라마

수업료: 1년에 NZD $13,500, 학기당 NZD $3,375
등록 행정비: 1년에 NZD $1,000, 3개 학기에 NZD $750, 1-2개 학기에 NZD $500
홈스테이 비용: 일주일당 NZD $250
수업료에는 모든 교실 수업, 학과목 비용, 학교 교재 대여비, ESOL영어 수업료 및 만약 1
학기 미만 단기 유학생 경우 교복 대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상 비용에는 유학생 의료보험, 공항 셔틀비, 문구류, 교복, 아웃도어 활동비 및
학교 여행경비 등입니다.

테 푸키 하이 스쿨
캐롤라인 스티븐슨
국제 유학생부 디렉터
19 Tui Street
PO Box 344
Te Puke 3153
New Zealand
전화: +64 7 5739769 extn 350
팩스: +64 7 5739768
이메일: international.students@tepuke.school.nz

진짜 뉴질랜드 경험은 ...

www.tepuke.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