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이오라 고등학교(Rangiora High School)

- 과거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지향적

교육

125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랑이오라 고등학교는 지난 1884 년에 설립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스포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이뤄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로 현재 1700 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환경이 안전한 지방 도시에 위치했지만 '대도시의 스타일'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위치와 시설물:
랑이오라 고등학교는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와 국제공항에서 30 분 거리에 위치한 랑이오라(Rangiora)라고
하는 큰 지방 도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체 부지가 49 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 부지에는 학교
농장과 승마장을 비롯해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교실과 체육관 3 동, 수영장, 테니스 및 스쿼시 코트 등 다양한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개설된 코스:
랑이오라 고등학교는 9 학년부터 13 학년까지의 고등학교 정규 학문 과정이 개설되어, 영어 및 제 2 외국어,
수학, 과학, 기술, 지리, 승마, 미술, 자동차공학, 컴퓨터 및 정보처리학 등 광범위한 과목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목들은 교육부 학력검증청(NZQA)의 승인을 받은 과목들로 뉴질랜드 대학
입학제도(NCEA) 하에서 레벨 1, 2 & 3 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야외 활동: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은 물론 윈드 서핑, 승마, 스키, 카약, 산악 자전거, 등반, 트래킹 등 다양한 종류의
야외 활동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영어 학습 지원:
국제 유학생들은 영어 실력 향상과 다른 학과목에 필요한 보충 교육을 위해 주당 4 시간에서 8 시간의 영어
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마:
학생들에게는 시골지역의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서는 승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승마 수업을 마치면 뉴질랜드 마사회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농장:
농업, 원예학 및 동물 보호관리 프로그램 – 모든 과목은 NCEA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학교 본관 앞 도로 건너편에는 40 헥타르의 학교 농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과목 뿐만 아니라 학교
농장을 이용해 실습을 겸하는 농업, 원예학 및 지역 특성화 교육을 선택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여가 활동:
대형 체육관은 주로 농구와 실내 스포츠, 음악, 댄스와 드라마, 토론,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데, 겨울
스포츠로는 럭비, 스쿼시, 축구, 넷볼, 하키, 골프, 보트 레이스가 있으며, 여름 스포츠로는 수영, 배구, 카누
폴로, 테니스, 소프트 볼, 크리켓, 육상 등이 있습니다.
숙박:
학생들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모든 홈스테이 가정들은 학교에서 신중하게
엄선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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