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학 생 안 내

학교소개
1928년에 설립된 에이본사이드 걸스 하이스쿨(AGHS)은 학생
들을 배려하고 환영하는 따뜻한 학교 분위기와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중심가와 쇼핑몰과는 불과 20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시내
버스 체계가 편리해서 매일 버스가 학교를 지나갑니다. 크라이
스트처치 국제공항은 학교에서 약 30분거리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20일부터 셜리 보이스 하이스쿨과 나란히 맞춤형
신축 캠퍼스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학교는 각각 여학생과 남학생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여고
와 남고로 남지만, 특별활동은 남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에이본사이드 걸스 하이스쿨은 전교생이 1천명으로 문화가
다양한 학교입니다.

9학년에서 13학년까지 유학생 정원은 40명입니다. 유학생
숫자가 적어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학교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본교 유학생들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유학생
들이 우리 학교에 주는 다양성과 풍성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신입 유학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에이본사이드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정말 좋아요.
뉴질랜드에서의 경험과 추억을
절대 못잊을거예요.”- 학생

학생보호관리
에이본사이드 걸스 하이스쿨에서 학생복지는 중요합니다.
유학생 담당 디렉터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는 언제든지 학생,
가족과 유학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담임
선생님(Form Teacher), 교무 처장(Academic Dean), 학년
별 학생 지도 선생님(Head of Year Level)과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스포츠 담당 선생님 (Sports
administrator) 1명,진로 담당 선생님, 과목 선생님들이 친절
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13학년 학생회가 학년 내내 지원과 활동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융화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에서 세심하게
선정한 홈스테이를 마련해 주고 관찰합니다.
학교에 매일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연중 무휴로
언제나 문의에 응답해 줍니다. 학교 직원과 홈스테이가족이
추가비용없이 크라이스트처치 국제공항에서 모든 유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며 환영합니다.
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복지에도 신경을 씁니다.”
- 홈스테이 가족

학업 프로그램
에이본사이드가 학업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취적인 학습 지원
환경에서 개인의 우수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학생들이 뚜렷한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갖고, 독립적이고
슬기롭게 창의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시하는 것은, 존중, 성실, 자기 수양
과 기여라는 우리 학교의 가치를 살리는 것입니다.

11-13학년 과목: 회계, 미술, 역사, 생물, 화학, 고전,
컴퓨터-정보 기술과 시스템 기술, 무용,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드라마, 유아발달, 경제와경영,
영어, 영화와 미디어학, 프랑스어, 지리, 그래픽, 건
강, 역사, 일본어, 리더십과체육 (LEAP; Leadership
and Physical Education), 수학, 미적분, 통계, 모델
링, 미디어학, 음악, 페인팅과 판화, 사진, 체육, 물리,
과학, 기술-패션과 디자인, 식품, 경질재료공학 (Hard
Materials), 테 레오 마오리(마오리어)와 관광, 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영어)은 영어 보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에게 제공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유학생이 영어 어학
전문 학교에서 단기 교육을 받도록 주선 할 수 있습
니다. 학생은 모두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수업
전 후나 수업 중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셨죠.”
- 학생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해 자극과 도전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리하여,여학생들의 현재와 장래 성공을 위해 교육하며 힘을
키워주는 학교의 사명을 학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폭
넓은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뉴질랜드 국내 외 대학이나 다른 3
차 교육 기관 진학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3차 교육과 진로 선택 계획을 도와줄 것입니다.

과학 실험실 6개
전자 실험실
2D, 3D 프린팅 스튜디오
디자인과 아트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
(편집실과 녹음 스튜디오 포함)
경질재료(Hard Materials)
작업실 - 목재와 금속 기계 구
역, 대형 기계 구역, 용접 구역,
페인트 구역과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야외 구역
자동차 작업실(셜리 보이스)
섬유 스튜디오
(에이본사이드걸스)
식품 기술 주방
공연 예술 연습실
(녹음을 위한 조정실 포함)
음악 연습실 4개
무용 스튜디오
드라마 실 들

양 교의 공용 시설,융통적인 학습
공간, 여러 개의 휴게실과 더불어
각 학교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학습 시설

4개의 정규 규격 스포츠 구장과
3백 그루 이상의 나무를 새로 심
고 조경이 잘 된 캠퍼스로 녹지가
무척 많은 학교입니다.

2층에는 영어, 사회 과학, 공연
예술, 상담, 진로, 학습 지원과
학생 건강등의 학생 지원 서비스
가 자리합니다.

각 학교의 1층에는과학, 기술,
시각 예술과 디자인, 수학, 언어와
체육 교실이 있습니다.

Travis Road옆의 11만 5천m²(약
3만5천평)부지, 총 2만 m²(약 6
천 평) 면적의 2층 건물에 두 학교
가 들어섭니다. 셜리 보이스 하이
스쿨이 건물의 서쪽에, 에이본
사이드 |걸스 하이스쿨은 동쪽에
자리합니다.

캠퍼스 소개

양 교의 정문

교문

모든 야외 공간은 학습 용으로
사용 가능함.

야외 공간

하키 구장

문화 공간

셜리 코트

400m 육상 트랙

셜리 운동장

셜리 교정

도서관

경성 기술 야외
건물 구역

공용 교정

에이본사이드
교정

양 교 공용 공연 예술 센터에는 조명과 음향 조정
실이 있는 극장 2개(750석, 100석)가있음. 각 학교
에 별도의 공연 예술 공간이 있음.

카페, 상업용 강의
주방, 바리스타
구역, 학생 주방.
그 서쪽-양 교
공용 도서관과
학습 센터

아트리움

공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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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본사이드 걸스

셜리 보이스

에이본사이드
코트

체육관 3곳 중 2곳을 대형
경기 때는 합쳐 사용 할 수
있고, 암벽 타기용 벽이 있음.
각 학교에는 각각 연습실,
피트니스 센터(로잉 머신,
러닝 머신등 다른 시설),
샤워장과 탈의실이 있음.

체육관

에이본사이드
운동장

큐이투(QEII)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연 예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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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활동 프로그램
에이본사이드 학생은 교실 밖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재즈 밴드, 타악기 그룹, 합창대, 합창단, 드라
마, 토론, 태평양 섬과 마오리 문화, 언어 경연, 양궁, 야외
교육, 트램핑(도보여행), 에어로빅, 크리켓, 육상, 농구, 펜싱,
하키, 넷볼, 럭비, 축구, 배구, 조정, 수영 그 외 여러 활동.
지도력 개발 기회가 있고, 13학년 학생들은 유학생 회 같은
학생 주도의 다양한 협의 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는
에이본사이드 걸스 하이스쿨에서 중요합니다. 유학생들에게
국제 봉사 단체 Z-클럽(존타클럽소속)과 더불어 지역, 국내
외 봉사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유학생 담당 부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안전의 수준을 높게 두고 돌봅니다.
또, 학생들이 자원 봉사 일과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외의 여행에 참여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마련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경험을 하며 학업을 마치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 -현지 유학원

루이즈 실베스터

(Louise Silvester)

B.A; DipEd; Cert. TESOL

유학생 담당 디렉터
P: +64 3 389 7199 구내번호 729
M: +64 27 220 9884
E: international@avonside.school.nz
E: lsilvester@avonside.school.nz

리사 가레트

(Lisa Garrett)

IATA / UFTAA Adv Dip

유학생 담당 매니저
P: +64 3 389 7199 구내번호 729
M: +64 21 174 4769
E: lgarrett@avonside.school.nz

209 Travis Road Christchurch
8083, New Zealand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학교 홈페이지: www.avonside.school.nz
페이스북: AvonsideGirlsHighSchoollnternational
인스타그램: aghsinternational
위챗: LouiseAGHS
카카오톡: LouiseAGHS
라인: louiseaghs

여학생들의 현재와 장래의 성공을 위해
교육하며 힘을 키워줍니다.

에이본사이드 걸스 하이스쿨은 교육부 발행 유학생 보호 관리 지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