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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Kura Tamatane O Whakatu

뉴질랜드 교육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청년들

긍정적인 환경 속의 수준 높은 교육

위치와 시설들
뉴질랜드는 특유의 자연 풍광이 빼어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넬슨은 뉴질랜드 남섬의 북쪽 끝에 자리하고,
인구 8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온화하고 햇살이 눈부신 기후이며, 가까이에
아름다운 해변과 산, 호수와 강 그리고
국립공원들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넬슨

번화한 넬슨공항에서 국제공항이 있는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까지 가는
항공편은 매일 여러차례 있습니다.
학교에서 걸어가면 활기찬 넬슨 시내이고,
도시에 있을만한 시설은 다 있습니다.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넬슨칼리지 - 전통과 비전

넬슨칼리지 재학생

1200

준비학교 재학생

100

유학생

60

넬슨칼리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중등학교란 특별함이 있습니다.
넬슨칼리지의 재학생은 유서깊은 전통을 배우는
동시에, 진보적인 남학교에서 흥미진진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업 중심의
교과목과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학생 복지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을 돕기 위해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넬슨칼리지는 자세한 학교설명회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안내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서
유학생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SOL프로그램은
수준에 맞춰 반편성을 하고, ESOL전문
교사가 담당합니다. IELTS시험은 12
학년은 선택, 13학년은 필수입니다.
넬슨칼리지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관리지침을 준수합니다. 지침내용은
뉴질랜드교육부웹사이트 www.minedu.
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유학생은 3개동의 학교 기숙사생활 또는
뉴질랜드 가정에서 지내는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www.nelsoncollege.school.nz
지원서와 학비,
지원요건에 대한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Private Bag 16
Nelson 7042
New Zealand
P: +64 3 548 3099
F: +64 3 546 6932
E: enquiries@nelsoncollege.school.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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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칼리지는 창의적인 남학교입니다. 1856년에 설립된 본교는
현대적 교육 실천의 배경이 되는 전통이 풍부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학교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노벨상수상자로 저명한
어니스트 러더포드경과 뉴질랜드 총리를 지낸 월리스 롤링경과 제프리
팔머경이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넬슨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과
특별활동 그리고 개인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사회에서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