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고 남자고등학교
더니든, 뉴질랜드

1863 년에 설립 된 오타고 남자고등학교(Otago Boys High School)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학교 중 하나로,
뉴질랜드와 전세계적으로 학업, 스포츠 및 문화적 성취로 인하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니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상징적인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배우고, 평생의 벗을 사귈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소년들을 위한 최상”으로 학교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2023년 학비 및 일정

•

수업료

•

9학년부터 13학년의 학생(13-18 세) 800+ 등록

•

단기 등록 가능 – 한학기 이상

•
•
•
•
•
•
•
•
•

주 등록기간은 1월 하순입니다

NCEA(뉴질랜드 국가 교육 성취 자격증)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진학 교육 자격증입니다
국내 및 국제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반으로 배정됩니다.

전문 영어교육 수업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일반적으로 매주 4-8번의 수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클럽 및 문화 활동 가능

야외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포함합니다

학비

뉴질랜드 달러

행정비용

$500

$15,900

홈스테이 소개비

$350

기숙사(1년) (2022)

$14,995

홈스테이(1년)

기숙사 학생 홈스테이(방학)
학교 관련 비용

보험(1년) (예상)

$13,800
$2,494
$2,000
$596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국립공원에 있는 마타키투리키 계곡(Matakituki
Valley, Mt Aspiring National Park)에 위치한 오타고 남자 고등학교
산장에서 탁월한 야외 교육과 현장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뉴질랜드 GST 15% 포함가이며, 이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학기(1 년) 미만의 등록 기간에는 비례
요금이 부과됩니다.

홈스테이 소개 서비스는 학생에게 수준 높은 홈스테이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1학기

1월 하순 ~ 4월 초순

3학기

7 월 하순 ~ 9 월 하순

OBHS 기숙사에서는 전 학년에 기숙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부서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견실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일대인 개인 교습을 제공합니다

WELLINGTON
웰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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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타운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더니든
DUNEDIN

2학기
4 학기

4 월 하순 ~ 7 월 초순
10 월 중순 ~ 12 월 초순

연락처

AUCKLAND
오클랜드

www.facebook.com/OtagoBoysHighSchool

일정

Otago Boys’ High School
2 Arthur Street, Dunedin 9016
New Zealand
전화: +64 3 477 5527

이메일: international@obhs.school.nz
www.obhs.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