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학생 학비

2018 Fees

페어헤븐 학생들은

Tuition Fee

수업료

Long Term

장기 유학

per term

꿈을 꾸고

연간 NZD $12,500 $NZ3,125.00

$12,500.00 NZD per annum

열심히 노력하면서

학기당 NZD $3,125
단기 유학

Short Term

Te Puke 테 푸키
뉴질랜드

성취합니다

일주일당 $350 또는 $400 (any indi-

$350 or $400 a week

Fairhaven School

vidual student studying for less than 10 weeks)
(10주 이하 단기로 어학연수 할 경우 1인당 수업료)
Registration Fee

등록비

페어헤븐 학교에 처음 입학 시에만 납부함 $300.00 NZD
Additional Compulsory Costs 기타 부대 비용
학교 수업중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학교 캠프 등 필수로 필요한 활동에 추가되는 비용
추가 비용은 학생마다 다르지만 다음과 비슷합니다:
학교 소풍/이벤트/공연참가 (연간 약 $50)
학교 캠프 ($60-$300)
$15-$90 per sport based on individual choices)
스포츠팀 참가 (개인이 선택하는 종목에 따라 $15-$90)
악기 과외 (개인 선택에 따라 비용은 다양합니다)
($670 for a year - www.orbitprotect.com)
유학생 의료 및 여행 보험 (연간 $670)
이 추가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어헤븐 스쿨은 뉴질랜드 베이 오브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와 관리 위한 규정 및 시행 2016
페어헤븐 스쿨은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와 관리 규정 및 시행
에

서명하고

준수하는

학교입니다.

규정은

www.nzqa.govt.nz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NZQA

Website:

웹사이트:

Facebook:

페이스북:

웹사이트

플렌지 지역에 있습니다. 타우랑가 시티에
서 27Km,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운트
망가누이 해변에서 23km, 파파모아 해변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어헤븐 스쿨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스포츠

전세계로 수출되는 키위프루츠의 본고장

넷볼

수구

숲, 강, 폭포, 해변과 근접성

농구

실내체조

럭비

축구

하키

복스 피트 > 복싱 & 피트니스

수영

육상

온화한 날씨
10,000명의 인구가 사는 친절한 동네
만 5세부터 11세까지(Year1-Year6) 재학생 약 400명
자격증 있고, 애정과 지원 아끼지 않는 교직원들
한 교실당 적은 수의 학생들

학교 일일 수업 시간
오전 9시 – 오후 2:55

스쿨버스 서비스

아침 간식: 오전 10:30 – 11시
점심 시간: 오후 12:30- 1:25

국제 유학생들
나이에 맞는 자기 학년 수업 참가
교내 시설
도서관

수영장

놀이터

강당

넒은 운동장

한 교실에는 1명씩 입학 허가
다목적교실

ESOL 영어 수업 보충

크리켓

부모님과 정기적인 학업 상담

아트와 언어
댄스

페스티벌

에어로빅
프로덕션 공연

프로덕션 공연 > 뮤지컬
언어

연락처
국제 유학생 코디네이터 - Sandra Cross
Sandra.cross@fairhaven.school.nz 0272573731
교장 - Paul Hunt

스피치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리더십 발휘 기회 제공

Paul.hunt@fairhaven.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