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중심 위치

최상의 돌봄과 지원

프리먼즈 베이 스쿨은 시내 중심에서 도보로
20분 또는 버스로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공원, 극장 및
가족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재닌 마스켈

저희 학교는 숙소 선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의미있는

뉴질랜드

체험을

위하여

다른

-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원합니다.

국제학생부장

저희 학교는 국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훌륭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제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환영하는 뉴질랜드 체험

국제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학교

영어 수업 – 전문 교사들과 함께

사무실에

말하기, 읽기 및 작문 학습

만나보시고 학교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내 지원

투어를 하시면서

✓

미래 지향적인 다채로운 커리큘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들과 영어 프로그램에

✓

숙소 선택 안내
의미있는 뉴질랜드 체험을 위하여 다른

대하여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

✓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원

연락주시면

교장

학교 시설을

선생님과
둘러보고

국제 학생들을 위하여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교직원들이 근무 중입니다. 프리먼즈 베이
스쿨에서 뵙게 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재닌 마스켈
admin@freemansbay.school.nz
전화: +64 9 360 1572

Freemans Bay Primary
School
International
프리먼즈 베이 프라이머리 스쿨
국제부

`

프리먼즈 베이 학교 소개

다채로운 커리큘럼

재학생 수 및 학년

전문 교사진이 영어 말하기, 읽기 및 작문 수업을

프리먼즈 베이 스쿨에는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00명

진행합니다. 또한 체육, 음악, 과학, 기술, 견학 등

이상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5세 – 11세 연령). 저희 학교는

다채로운

산드라 젠킨스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미래 지향적이며 집에서도 계속해서

최대 30명까지의 국제 학생이 재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이탈리아,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출신 국제학생들이 재학중입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학업 패키지가

-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장

학비
학비는 1년 단위입니다. 금액은 뉴질랜드 달러($)이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먼즈 베이 스쿨은 현대적인 커리큘럼으로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는 최상의 초등학교입니다.

학비는: 연간 13,800달러 또는 학기당 3450달러입니다.

교육 심사국의 최근 보고서는 저희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먼즈 베이

학년도는 약 40주이며 4학기로 나누어집니다. 최소 10주의

스쿨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에

매우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교실은 자신감있고
능력있고, 안정적이면서 학업에 분주한 학생들로

다양한 학습 체험

가득 차 있다. 학교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각
계층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방과전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프리먼즈 베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주당 50달러;

문화적 다양성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당 90달러입니다.
방과전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프리먼즈 베이 스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각자

www.freemansbay.school.nz/after-school-care/

다른 경험들이 학생들을 책임감있는 지역주민 및
세계시민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국제 학생 단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