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의 힘을  
기르고 배우는 학생들의 
요람 국제 학생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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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착된 국제 학생 프로그램
• ESOL 전문 교사가 진행하는  

소규모 영어 수업
• 다국어 직원 팀의 생활 지도 및 돌봄 서비스
• 다양한 학습 및 실습 과목
• 현지 가족과 함께하는 홈스테이
• 국제 학생 센터의 지원 서비스
• 건강, 상담 및 교육 관련 지원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국제 학생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유학생을 환대하고 친절한 지역사회 
기반 학교

•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교육 과정과 
탁월한 학업 성적

• 최고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
• 현대적인 학습 시설
• 탁월한 학업 성적
• NZQA 공인 학교
• 개인별 학습 관리
• 일대일 돌봄
• 소도시 생활 - 쾌적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

왜 Ōtūmoetai 
College를 
선택하나요?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 인구 16만 명
• 일조량이 높고 온난한 기후
• 수영과 서핑, 항해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과 항만
• 탁월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 오클랜드 국제공항이 자동차로 2시간 

15분 거리
• 스키장이 자동차로 4시간 거리
• 다양한 종류의 고급 레스토랑

• 최고의 교육 
• 훌륭한 현대식 시설
• 최고의 자격을 갖춘 헌신적인 교사들
• 9학년 부터 13학년까지  

폭넓은 교육 과정
• 남녀 공학
• 국가 인증 전 교육 과정 포함:
• NCEA Level 1, 2, 3
• 대학교 장학금
• 국가 자격증 표준 학점제
• 대학교와 기술대학교(Polytechnic) 

입학 자격
•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 환경
•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활동

Ōtūmoetai 
College는 어떤 
학교인가요?

타우랑가는 어떤 
도시인가요?



• 이메일: international@otc.school.nz 
로 등록 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요청하거나

• 다음의 Ōtūmoetai College 웹사이트에서  
등록 신청서를 검색합니다. (www.otc.school.nz)

•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학교에 
보냅니다.

• Ōtūmoetai College 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되면  
조건부 입학 통지서(Conditional Offer of 
Place)와 함께 제반 수업료가 포함된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 학비가 납부되면 학교에서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국제 학생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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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māramahia te ora e te akoranga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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