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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열정이 차이를 만듭니다”

입학할 수 있나요?

저희는 모든 국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류 교육을 

즐기면서 받을 수 있는, 국제 학생들에게 꼭 맞는 친근하고 따뜻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버클랜즈 비치 초등학교 (Bucklands Beach Primary School, BBPS)는 국제 학생 

보호 규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뉴질랜드 교육부 웹사이트 

www.minedu.govt.nz/internationa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영어 실력이 충분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종종 영어 도움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버클랜즈 비치 

초등학교는 각 학생마다 도착시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학생들과 적합한 학급에 배치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소규모 학급에서 영어를 

자신감있게 말하고 새로운 어휘를 익히며 읽기 및 쓰기 능력에 중점을 둔 영어 

레슨을 받게 됩니다. BBPS에 다니는 국제 학생들은 학급, 놀이터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영어를  익혀, 저희 학교를 떠날 때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감있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나요?

버클랜즈 비치 초등학교는 오클랜드 동부 버클랜즈 비치 반도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약 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버클랜즈 비치 

중학교 및 맥클린즈 칼리지에 진학합니다. 
저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해변, 골프 코스, 공원 등이 있고 한국인 및 다른 

동양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페리와 버스가  쇼핑 센터 및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어떤가요?

350-400명의 재학생 중 유럽계 뉴질랜드인이 75%, 동양인이 17%이며 현재 한국 

학생 4명이 재학 중입니다. 
BBPS는 학교 주변 지역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decile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decile 10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친근한 소규모의 학교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금방 친해지고 학교 

생활이 사회 활동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저희는 2010년에 교육 평가 부서로부터 매우 뛰어난 학교라는 평가받았습니다. 
www.ero.govt.nz 에서 평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

•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과 가르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전체에 컴퓨터 및 쌍방향 화이트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	 풍부한 자료를 갖춘 정보 센터 및 도서관 사서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	 학습 지원을 위해 고품질의 교수 및 학습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	 모임, 공연 및 실내 스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큰 강당이 있고, 강당에는 

부엌과 무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	 학생들이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	 여름철 수영 강습에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하여 배우는 정원 및 야채밭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탐험 놀이터가 있습니다. 
•	 학교 주변에 조깅 트랙 및 농구장과 네트볼 코트가 있습니다. 



BBPS 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 교훈은 “열정적이고 유능한 학습자가 되자”입니다. 
저희는 우수성, 존경, 인내, 신뢰성, 정직 및 호기심을 가치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BBPS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학문적 우수성

•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활동이 담긴 광범위한 커리큘럼

•	 학생들과 가족들이 학문, 사회, 정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성심껏 

돌보는 것 

•	 가족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최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

저희는 학생들이 사려깊고, 자기 자신과 학습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사회 기술을 익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저희는 읽기, 쓰기 및 수학에 중점을 둔 우수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 음악, 연극, 스포츠 및 체육, 과학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문 영어 지원 교사와 도서관 사서, 스포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미술, 스포츠, 체스, 무술 레슨 등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방과 전,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무엇을 하게 되나요?
•	 근처 요트 클럽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주변 클럽 및 학교에서 럭비와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승마

•	 어린이 골프 레슨

•	 무술

•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오클랜드 최상의 해변을 즐길 수 

있습니다.
•	 페리를 타고 주변 섬에 갈 수 있습니다.
•	 낚시

•	 수상 스포츠

학생들이 하는 말 

 “BBPS의 제일 좋은 점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친절해서 좋아요.”
 “저는 놀이터에서 노는거나 에이미랑 노는거나 예쁜 돌들을 찾는 걸 좋아해요.”
 “키위랑 호키포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뉴질랜드가 좋아요.”
써니 (8세)

 “영어랑 수학이랑 마오리어를 배우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에이미 (8세)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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