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유학생과 학부모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교는 유학생들이 수준높은 학업과정

과 다양한 스포츠, 문화활동의 기회들을 충분히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

이 책임감과 열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현지 학생들과 즐겁게 자

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여 성공적인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본교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유학생 보호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유학

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정보와 다양한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한 오클랜드 교육대학 캠퍼스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수업 및 우수한 교

육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학교핸드북에 나와있습니다.뉴질랜드의 수준 높은 교육제도아래 학생들

의 인격소양과 자발적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며 정신과 신체의 고른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성공

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Jill Farquharson 

 학교장 인사말  

유학생 안내서 



명문 남녀공학인 본교는 뉴질랜드 최고의 학군인 오클랜드 마운트이든과 엡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본교는 7학

년부터 8학년까지 (한국 초등학교4,5,6학년, 중학교 1학년)75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부모님

과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학군인“그래마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수준 높은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 개개인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을 받은 교사

들이 전체 필수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로 탁월한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

다. 유학생을 위한 ESOL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수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비전  지식을 탐구하고 자신감있게 배우는 학생이 된다 

A u c k l a n d  N o r m a l  I n t e r m e d i a te  

A u c k l a n d  N o r m a l  I n t e r m e d i a te  

아래과목들은 담임이 통합교육하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사회, 탐구학습, 보건 ,체육 

ANI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학문적 성취를 중요시하여 다양한 배움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  전인적인 교육과정. 수준높은 학업과정, 사회성함양, 다양한 스포츠, 지역사회

와 연계한 프로그램:  

ANI 커리큘럼 

사고력을 고양하여 인생 전반에 걸친 배움을 증진함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학생중심적인 교육을 실현함 

사전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함 

새롭게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함 

교사와 학생들과 협력하여 배움을 실행할 기회 제공함 

디지털 배움을 통한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뉴질랜드만이 아닌 글로벌 주제의 교육과정 

 

    2년 동안 교실에서의 학습활동은 새로운 과목들을 흥미롭고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

합니다. 

2 1세기를 배운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IB교육과정은 

만3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에게 3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플로마 프로

그램고등학교 마지막 2년, 중등 프로그램 (MYP)은 만 11세-16세, 초등 프로그램 (PYP)은 

만 3-12세입니다. ANI는 IB 초등 교육 프로그램 (IB Primary Years Programme)을 가르

치고 있습니다. PYP 는 만 10세에서 13세까지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세계

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르치며 학생들에

게 올바른 인성 및 품성을 지니고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외체험학습프로그램: 

야외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은 자녀들의 인성 및 사회성 개발을 향상시키며 즐거

운 야외 환경에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7학년  

전체 학생들은 바위 오르기, 활쏘기, 카약 등의 야외 교육체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8학년  

학생들은 5일간의 캠프에 참여합니다. 캠프는 170헥타 규모의 로토루아 근처 숲

속 투이 리쥐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6개 반이 함께 가게 됩니다. 

I n t e r n a t i o n a l  B a c c a l a u re a te  

학습발달 외에 전인적인 성장과 신체, 감성, 사회성의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발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연

구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모든학생들에게 의미있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교는2012년

부터 정식으로 IB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 인가되었으며 PYP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6개의 탐구학습 주

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I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중에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여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현지 학생들과 즐

겁게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악수업은 키보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타, 클라리넷, 트럼펫, 드럼, 색

소폰, 합창과 음악이론이 있습니다. 

레저수업은 미술, 농구, 춤, 축구, 소통능력, 연극, 과학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자세한 방과후 프로그램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ani.school.nz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C%9C%84%EC%8A%A4


유학생 등록절차  

유학생담당부서  

본교의 유학생은 뉴질랜드의 현지 학생들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학생부서  

 

학교장 

Mrs Jill Farquharson 이메일: jfarquharson@ani.school.nz 

 핸드폰 0064 21 899 445 (24 시간) 

 

유학생 코디네이터 

Ms Claire Stephenson  이메일:  cstephenson@ani.school.nz 

  핸드폰: 0064 9 630 1109  
 

 유학생담당 한국인교사 

Mrs Kate Shin (지영연) 이메일:  kshin@ani.school.nz 

 핸드폰 0064 21 0220 5243  
 

중국인교사 

Mrs Emily-mei Hemstapat 이메일:  ehemstapat@ani.school.nz 

 

유학생학비와 제반비용  

 

학비 일년   NZ$15,168.00 (GST 포함. 등록비 $1,000 포함.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한학기 NZ$4,250.00   (GST 포함. 등록비 $250포함.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학신청서. 여권 오리엔테이션 학생학부모 인터뷰 

 

입학허가서.학급 

Auckland Normal Intermediate 

Poronui Street 

Mt Eden, Auckland 1024 

전화: (09) 630 1109 

이메일: ani@ani.school.nz 

주소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