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살핌과 관리

우리가 Glenfield College를 사랑하는 이유

과외 활동 

Glenfield College에 도착 후

입학 신청하기

학생 선발 기준

정책, 조건, 규칙 및 규정, 학비, 보험

숙소

국제 학생 
모집 요강 

뉴질랜드 유학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떤 홈스테이 가정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lenfield College 국제학생부서는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홈스테이를 배정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며 학생이 행복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하게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Glenfield College의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을 돌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온 학생을 대하는 법을 잘 알고, 향수병, 언어 문제와 다른 문화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 학생이 극복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배정하기 전 모든 홈스테이 가정을 철저히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뉴질랜드 체류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홈스테이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다른 가정으로 재배정합니다. 

국제학생부서는 모든 국제 학생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학부모 및 홈스테이 가정과 늘 원활하게 의사소통합니다. 

학생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해당 홈스테이로 데려다줄 수 있습니다. Glenfield 
College 등교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며, 뉴질랜드 문화와 학교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학생은 뉴질랜드 체류 기간 내내 국제학생부, 담임 
교사, 학장(Deans) 및 상담가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gc.ac.nz/international/application-procedure/

• 지원하는 학년에 자리가 있는지 
• 이전 학교 성적표
• 선택한 교과목에 대한 수학 능력
• 수행 업적과 인성에 대한 추천서나 

증명서
• 뉴질랜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의 

지원
• 과외 활동

국제 학생은 아래와 같은 학교의 모든 
지도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학생부 총 책임자 
• 국제 학생 관리자 

학년 학장 (해당 학년 교과 과정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함) 

• 학급 담임 교사 
• 진로 상담사 (대학교 진학 상담 포함)
• 지도 상담사 
• 학교 간호사 

음악 교습에서부터 개별이나 팀 스포츠까지 광범위한 과외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웹사이트 www.gc.ac.nz를 참조해주세요.

등교 첫 주에 학생은 국제 학생 관리자로부터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해당 학년 학장과 
함께 수강 과목을 확정합니다. 여러 교사에게 학생을 소개하며, 종합적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Glenfield College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벌써 1년이 다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경험도 많이 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Glenfield College 
Service Academy에서 유학생으로는 제가 
유일합니다. 여기에서의 활동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제 경험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Glenfield College를 추천할 것입니다.”

폴 그린겔 (Paul Gringel)
독일

“ Glenfield College에 처음 왔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lenfield College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덕분에 저는 
Glenfield College 환경보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Cancer Society에서 주관한 ‘
생명을 위한 릴레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패트리샤 (리) 레이터 (Patricia (Li) Leiter)
오스트리아 

60 Kaipatiki Rd
Glenfield
Auckland 0629

+64 9  444 9066

www.gc.ac.nz

international@gc.ac.nz



With Pride and Respect

환영합니다

시설

학업 성취

학년

국제 학생을 환영합니다

국제 학생 학기 시작일

오클랜드는 기후가 온화하며, 인구는 150만 명으로 뉴질랜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이며, 뉴질랜드의 교육 체계는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뉴질랜드 상업의 중심이자 최대 도시답게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이 
편리합니다. 오클랜드에는 세 개의 종합 대학과 다수의 기술 대학이 있습니다. 

노스쇼어에는 레저 센터, 수영장, 도서관, 공원 등 다양한 시설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보트 및 스포츠 클럽 등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와 버스 노선, 그리고 오클랜드 
시내로의 페리 서비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글렌필드 지역에는 10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Glenfield Leisure Centre를 많은 국제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고, 옆에는 상점과 카페 등을 갖춘 대형 쇼핑몰이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1969년 학교 설립 이후, 현재까지 탄탄한 학문적 전통을 수립,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 출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전체 500여 명의 학생 중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일부는 오클랜드 내 다른 지역에서 통학합니다.   

학교는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훌륭한 입지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시설의 도서관, 
기술, 예술 및 음악을 위한 전문 공간, 그리고 독보적인 무대 시설인 Kaipatiki Theatre
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천후 테니스/넷볼 코트, 넓은 운동장, 체련단련장과 대형 체육관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오클랜드시의 진정한 단면을 반영하는 우리 학교에서 

본교는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살피며 지원하는 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며, 대학 진학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도록 해 줍니다. 

한 학년은 4 학기제로, 2월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각 학기는 10주로 구성되나, 11~13
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므로 마지막 4학기 수업은 
단 몇 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11, 12 및 13학년 학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 정부 자격(“NZQA”)인 NCEA에 
등록합니다. 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을 선발하여 NZQA Scholarship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벨의 과목이 제공되나, 최소 수강 학생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과목 선택은 도착 후 확정합니다.

학교는 9학년부터 13학년까지 5년 과정의 모든 학년에서 중장기 국제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교복을 착용하며, 교내외 행동, 출석, 학습 습관 및 개인 용모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제 학생은 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와 국내외 대학에서 학업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의 
9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학생들은 여러 배경의 아이들과 공부합니다. 우리는 국제 학생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현재의 국제 학생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국제 학생은 승인 과정을 
마친 친척이나 친한 지인의 가정, 또는 인근 홈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학교 웹사이트 www.gc.ac.nz에서 볼 수 있으며, 국제 학생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부심, 존중, 자기 관리, 포부, 정직, 봉사, 모험과 같은 기본 가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전인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SOL
정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뉴질랜드 대학 입학 영어 자격(New Zealand University 
Entrance English qualification)을 위해 하나 또는 두 가지 영어 선택 과목을 듣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gc.ac.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