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와

성공을

함께하십시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성장의 기회
데본포트 반도에 자리잡아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인
벨몬트 중학교는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10~13세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벨몬트 중학교는 다문화 환경과 포용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저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인식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뉴질랜드 환경과 일체감을
느껴가게 됩니다.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배려심 많은 환경에서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 및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단기나 장기
유학 모두 환영합니다.

벨몬트 중학교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명문 중학교

www.belmontint.school.nz

입학
벨몬트 중학교는 10~13세(7, 8학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입학 요건으로 별도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학생이
학군 안에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
최신 등록금 정보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기 일정
학기 일정은 본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부
벨몬트 중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석사 학위를 소지한 ESOL 전담 교사와 보조 교사가
도와줍니다. 저희는 소규모 단위의 ESOL 수업과 맞춤식 읽기
프로그램 및 학급 교과목 지원으로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보장합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담당 이사가 학생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숙제 도우미 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한국인
상담사가 도와줄 뿐 아니라 짝 제도(Buddy system)가 마련되어
있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로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기 유학생에 대해서는 양질의 홈스테이를 알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벨몬트 중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의 서명 학교입니다.

학업 우수성
본교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대합니다. 벨몬트
중학교 재학생들이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교과목의 확대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교의 재능 있는 학생과 교사들은 교과목
경시대회에서 수시로 최고상을 획득합니다.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
본교는 정규 수업과 병행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어로빅, 요트
등 22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드라마, 댄스, 뮤직 같은
예술 활동이 그 예입니다. 학업과 관련된 활동 기회로는 수학
경시대회(Mathex), 과학 경시대회, 독서 퀴즈, 체스 클럽 등이
있습니다.

벨몬트 중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 학생 정원이 제한되므로 유학생 대비 담당 교직원
수 비율이 대부분의 다른 어떤 학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관심을 기울여 개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제분은 벨몬트 중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
•
•
•

학업 성취도,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서 탁월한 성적
우수한 교사진
기술 융합적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확대 심화 프로그램
유자격 ESOL 전담 교사와 ESOL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의 뛰어난 학생 보호 및 관리
서비스
• 타카푸나 그래머 스쿨(뉴질랜드 명문 고등학교)에 우선적
입학 자격
• 최고의 입지 – 오클랜드에서 특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주택가 지역
•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NZQA 실천요강
서명 학교 (http://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
education-code-of-practice/)

문의처
외국인 유학생 담당 이사 (Janine O’Hearn)
전화: + 64 21 55 20 66
이메일: johearn@belmontint.school.nz
www.belmontint.school.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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