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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카토 영어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퀄리티 있는 선택. WIE의 선택. 

2003년 부터 많은 국내외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거나 키위 생활을 경험하고 싶을 때 와이카토  영어 학원(WIE)을 선택하여 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강변 도시 해밀턴의 중심에 위치한 WIE는 푸드코트, 쇼핑몰, 상점, 가든과 카페 그리고 평화로운 강가와 호수로 부터 불과 몇분 거리에 있어 다양한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 입니다.  WIE에는 까다롭게 검증된 ESOL 선생님들과 국제 영어 시험 시험관을 포함하여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감, 학업 혹은 직업 어떤 목표이든 간에 성공으로 가는 길에 이르도록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뵙기 바라며 오셔어 많은 학생들이 WIE를 선택한 이유를 몸소 체험해보시길 바람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시나요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시나요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시나요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을 꿈꾸시나요? ? ? ? 직장을 위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나요직장을 위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나요직장을 위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나요직장을 위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나요? ? ? ?     

여행 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여행 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여행 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여행 하기 전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환상적인 시티 로케이션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내륙 도시 해밀턴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WIE는 편리하고  매력적이며 해밀턴이 갖고 있는 카페, 쇼핑, 극장, 가든, 도서관, 고즈넉한 강변  산책로, 해밀튼 호수 등 모든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선생님 당 낮은 학생 비율 우리 학급은 평균 6-8명 최대 15명의 학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친밀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개인적 관심을  쏟을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수업료의 가치 경험 많은 선생님들과 정부 승인 코스들, 작은 학급 인원, 도심 위치, 경쟁력있는  학원비와 학생 중심의 접근법, WIE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할 것입니다. 특별 할인에 대해 문의하세요! 
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다국적 학생들 WIE 학생들은 35개 이상의 다른 나라들에서 옵니다. 활기차고 다양한 국적의 모든  이들이 영어를 말하는 곳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오랜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최신식 설비들 WIE 캠퍼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에어컨을 갖춘 교실들, 넓은 학생 공용실,  포켓볼과 탁구대, 위성 TV, 학생 주방, 멀티미디어 컴퓨터실, 편안한 휴게실, 자료  도서관과 프리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맞춤형 스터디 옵션 6개 레벨의 학급이 아침, 오후, 저녁으로 이뤄지고 개인교습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코스들 일반 영어, 아이엘츠/OET, 간호사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WIE에서 아이엘츠 혹은 OET 준비과정으로 학업 목표를 더 높게 잡으세요. 우리의  학습 방법과 주간 모의 고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향상시키고 시험에  익숙해지도록 도와 줍니다. 모든 테스트 선생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준 다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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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우리는 하루 24242424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시간 일주일 항상 곁에 있습니다 헌신적인 도우미 스탭들은 일과 후 전화 번호로 항상 낮과 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슈퍼 마켓과 쇼핑센터, 은행과 정부 청사를 돌아보는 캠퍼스와  시티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집니다. 

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친절하고 유용한 환경 제공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란 것은 선생님과 스탭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WIE는 한 학생을 단지 많은 학생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이 도착 후 부터 떠날 때까지...그리고 그 이후 까지 생각합니다. 

WIE를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검증된 학위의 선생님들 전문적인 교육과 국제 학생들을 가르친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검증된 선생님들과  공부하세요. 몇 분은 국제 영어 테스트 시험관이십니다!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선생님들이 전문적이면서도 재밌는 스터디 환경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룰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강변 도시로 럭비 전용 경기장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강변 도시로 럭비 전용 경기장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강변 도시로 럭비 전용 경기장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강변 도시로 럭비 전용 경기장, , , , 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세계 수준의 교육 시설, , , , 국제 국제 국제 국제     

공항과 남반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공항과 남반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공항과 남반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공항과 남반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30대 이하인 해밀턴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젊고 활기찬 분위기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핫 에어 볼룬과 뮤직 페스티벌, 박물관, 극장, 갤러리, 강변로와 가든 등은 문화를 즐기는 모든 이를 만족  시킬 것 입니다. 밤이 되면 학생들의 탈출구로 이름 높은 다양한 카페, 바, 레스토랑, 라이브 뮤직이 도시에 활기를 줍니다. 10개 과목에서 1위에 오른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과 최고의 교육  기관들, 학생들은 안전하고 친근한 스터디 환경을 즐기면서 국제적인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을 때 해밀턴이 뉴질랜드 최고의 관광지들로 부터 가까이 있습니다.  3시간 거리에 있는 로토루아의 지열 온천지대, 와카파파 스키장,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오토로홍가 키위 하우스, 호빗 무비 세트, 뉴질랜드 최고의 서핑 비치와 많은  흥미로운 곳들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또한 단층선과 멀기 때문에 쓰나미 위험이 없고 오클랜드 화산으로 부터 멀찌감치  있어 해밀턴은 아마도 뉴질랜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일 겁니다. 
 아름다운 공원과 가든, 짜릿한 즐길 거리, 많은 주위 명소들의 가운데 있는 지리적 위치, 좋은 교통 환경… 해밀턴을 공부 장소로 선택하고 홀가분한 도시 생활의 이점을 누리세요. 

교육과 여행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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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위치 

� 은행들로 부터 30초. 
� 푸드코트 카페들로 부터 1분. 
� 극장, 우체국으로 부터 2분. 
� 해밀턴 버스 터미널 까지 3분. 
� 와이카토 강변까지 6분. 
� 와이카토 박물관까지 15분. 
� 해밀턴 동물원까지 버스로 20분. 
� 라글랑 해변까지 차로 40분. 
� 오클랜드 공항까지 1시간. 
� 오클랜드 시내까지 1시간 반. 

도심 한가운데 해밀턴에서 가장 명성 있는 빌딩 도심 한가운데 해밀턴에서 가장 명성 있는 빌딩 도심 한가운데 해밀턴에서 가장 명성 있는 빌딩 도심 한가운데 해밀턴에서 가장 명성 있는 빌딩     

111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층에 위치해 있습니다층에 위치해 있습니다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WIE는 여기 있습니다. 

“WIE 는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곳입니다!” 
─ 크리스티안,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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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시설 

� 무료 무선 인터넷 (WiFi). 
� 10개의 넓은 교실, 에어컨 완비, 자연광을 최대화하는  유리 판넬. 
� 친구들과 점심을 즐길 수 있는 카페식 테이블을 갖춘  공용룸. 
� 세계 각지의 국제 방송 60개 채널을 보유한 46인치 LCD  위성 TV. 
� 포켓볼 테이블과 푹신한 소파를 갖춘 수업 중간 휴식을  위한 학생 라운지. 
� 아이엘츠와 다른 유용한 자료들을 보유한 자료 도서관. 
� 개인 헤드셋과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스카이프를 갖춘  컴퓨터실. 
� 학교 입구에 가벼운 스낵을 파는 상점. 
� 와이카토 지역 내 무료 전화. 

밝고 현대적인 부러움 받는 최신식 장비들과 학생 편의 시설밝고 현대적인 부러움 받는 최신식 장비들과 학생 편의 시설밝고 현대적인 부러움 받는 최신식 장비들과 학생 편의 시설밝고 현대적인 부러움 받는 최신식 장비들과 학생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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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WIEWIEWIE의 방과 후 활동은 재밌는 관광지와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교실 밖에서 자신이 배운 영어를 활용 의 방과 후 활동은 재밌는 관광지와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교실 밖에서 자신이 배운 영어를 활용 의 방과 후 활동은 재밌는 관광지와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교실 밖에서 자신이 배운 영어를 활용 의 방과 후 활동은 재밌는 관광지와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교실 밖에서 자신이 배운 영어를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WIE의 주간 활동이든 친구들과의 계획이든 셀 수 없이 많은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 골프, 스키,  서핑, 카약, 스카이 다이빙, 로프 하강, 하이킹, 스쿠버 다이빙, 말타기, 강 래프팅..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방과 후 활동방과 후 활동방과 후 활동방과 후 활동 

� 미니골프 

� 테니스 

� 볼링 

� 축구/럭비 

� 해밀튼 가든 

� 레이저 택 

� 워터 월드 

반나절 반나절 반나절 반나절 & & & & 일일 투어일일 투어일일 투어일일 투어 

� 로토루아 

� 와이토모 동굴 

� 오클랜드 

� 마운가누이 산 

� 타우포와 루아페후 산 

� 라글랑 비치 

숙박 
홈스테이홈스테이홈스테이홈스테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키위 문화를 경험하고 배움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홈스테이를 선택합니다.  
� 매일 하루 3식 제공 

� 모든 가구를 갖춘 개인방 

� WIE와 버스 시설 근처 

� 홈스테이 도우미의 정기적인 지원 

� 공항 픽업 가능  모든 홈스테이 가족들은 유학생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  친근한 숙식을 제공하는지 미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출발 전에 홈스테이 가족들의 프로필을 전해 드립니다. 만나기  전에 키위 가족들과 연락하고 서로를 아는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숙박 옵션다른 숙박 옵션다른 숙박 옵션다른 숙박 옵션  모텔, 아파트, 플랫, 백팩커 같은 다른 숙박 시설을 원할 경우 저희 도우미가 입맛에 맞는 곳을 찾도록 도와 드립니다. 

모험과 방과 후 활동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 7 



일반 영어일반 영어일반 영어일반 영어 국내외 초급부터 고급까지 모든 레벨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코스입니다. 수업은  테마를 기초로 주간 토픽들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익히고 자신감을 얻도록 합니다. 
 

아이엘츠 준비아이엘츠 준비아이엘츠 준비아이엘츠 준비 뉴질랜드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세요? 대학은 보통 아이엘츠 평균 6.0이 필요하며 대학원은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선생님들과 시험 전략에 대해 배우고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여 학업 목표를 이루세요 
 

OET OET OET OET 준비준비준비준비 OET 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사를 위한 코스 입니다. 산부인과, 외과, 전염병, 암 등과 관련된 의학 용어와 어휘를  배우세요. 코스의 목적은 의학 간호 환경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숙련하는데 있습니다. 
 

이민을 위한 영어이민을 위한 영어이민을 위한 영어이민을 위한 영어 뉴질랜드 이민성에 영어 강의를 선구매한 이민자를 위한 코스입니다. 새로운 이민자에게 교실이나 가정에서 최대한  많은 원어민들과 마주칠 기회를 주어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간호사 등록을 위한 영어 집중적으로 26주간 뉴질랜드에 간호사 등록을 하고 싶은 외국 간호사들의 영어 실력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한 코스  입니다. 어떤 시험을 원하느냐에 따라 아이엘츠나 OET와 병행 진행 되며 간호 관련 대학에 진학 할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준비고등학교 준비고등학교 준비고등학교 준비 뉴질랜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유학생에게 어느 정도 레벨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이 코스는 학생의 영어 실력을 지역 고등학교의 요구 수준에 맞추는데 중점을 두며 뉴질랜드 문화를 습득하고 다양한  상황에 영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직장을 위한 실용영어직장을 위한 실용영어직장을 위한 실용영어직장을 위한 실용영어 이 코스는 직장에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학생을 위한 코스입니다. 의사 소통 기술,  올바른 액센트, 말하기에서 유창함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방학 프로그램방학 프로그램방학 프로그램방학 프로그램 영어를 공부하는 동안 뉴질랜드를 여행 할  기회를 주는 개인 맞춤식 2-10주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영어 수업과 오후  방과 후 활동, 관광지 여행을 같이 합니다.  
 

WIEWIEWIEWIE의 코스들의 더 많은 정보를 의 코스들의 더 많은 정보를 의 코스들의 더 많은 정보를 의 코스들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 : : :     

www.wie.ac.nz/cp.htmwww.wie.ac.nz/cp.htmwww.wie.ac.nz/cp.htmwww.wie.ac.nz/cp.htm  

WIEWIEWIEWIE는 성인과 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코스들을 풀타임과 파트타임 오전는 성인과 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코스들을 풀타임과 파트타임 오전는 성인과 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코스들을 풀타임과 파트타임 오전는 성인과 학생 모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코스들을 풀타임과 파트타임 오전, , , , 오후오후오후오후, , , ,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시간으로 나누어 모든 이의 요구를 맞춰 드립니다시간으로 나누어 모든 이의 요구를 맞춰 드립니다시간으로 나누어 모든 이의 요구를 맞춰 드립니다시간으로 나누어 모든 이의 요구를 맞춰 드립니다.... 

영어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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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고등학교 진학고등학교 진학고등학교 진학고등학교 진학 WIE의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고등학교의 입학 요구를 맞출 경우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WIE는 고등학교 준비  프로그램을 맞춘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무료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이카토의 고등 학교들와이카토의 고등 학교들와이카토의 고등 학교들와이카토의 고등 학교들 

� Cambridge High School 

� Fairfield High School  

� Fraser High School 
� Hamilton Boys' High School 

� Hamilton Christian School 

� Hamilton Girls' High School 
� Hillcrest High School 

� Melville High School 
� Sacred Heart Girls' College 
� St John's Collegiate 
� St Paul's Collegiate School 
� St Peter's School 
� Waikato Diocesan School for Girls 

전문대나 대학으로 가는 길전문대나 대학으로 가는 길전문대나 대학으로 가는 길전문대나 대학으로 가는 길 WIE의 코스는 더 높은 교육 기관에 진학 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졸업생들은 뉴질랜드 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디플로마나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 수료 후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잡으세요 .  

WIEWIEWIEWIE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에 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에 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에 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진학하도록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진학하도록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진학하도록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 . .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등록하고 무료 보험 가입과 등록하고 무료 보험 가입과 등록하고 무료 보험 가입과 등록하고 무료 보험 가입과 WIEWIEWIEWIE장학금의 장학금의 장학금의 장학금의     

혜택도 받으세요혜택도 받으세요혜택도 받으세요혜택도 받으세요!!!! 

반 배치반 배치반 배치반 배치 WIE에서의 첫 날 레벨  테스트를 하고 알맞은 반에  편성 됩니다. 테스트는 문법,  듣기, 쓰기와 말하기로 구성되 있습니다.  
학업 목표학업 목표학업 목표학업 목표 수업 감독 선생님과 개인 학업 목표와 성취를 위한 미팅을  갖습니다. 
소개 소개 소개 소개 & & & & 오리엔테이오리엔테이오리엔테이오리엔테이 저희 학생 도우미가 뉴질랜드에 빨리 정착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WIE  캠퍼스 투어와 시티 투어 뒤  은행 계좌, 버스카드와 심카드 구매도 도와 드립니다 

수업 첫 날수업 첫 날수업 첫 날수업 첫 날 

레벨레벨레벨레벨 WIE는 초급부터 고급반까지 6단계의  영어 교실로 어떤 레벨의 학생이든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갖게 됩니다.  
작은 교실작은 교실작은 교실작은 교실 WIE는 평균 6-8명 최대 15명의  인원으로 개개인에게 충분한 수업 참여 기회를 줍니다.  
시험과 평가시험과 평가시험과 평가시험과 평가  주간 평가와 함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실력 향상 체크를 위한 학기 당 두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수업 방법수업 방법수업 방법수업 방법 수업은 아이엘츠나 OET를 위한  어휘들과 일상 대화를 위한 실용적인  영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올바른 문법과 새 어휘를 배우고 수업 시간 충분한  대화 기회도 갖으세요. 

수업수업수업수업 

증명서증명서증명서증명서 WIE에서 공부를 모두 마치면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졸업식졸업식졸업식졸업식 학기 마지막 날 모든  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부터 증명서를 받고  다음 레벨로  올라갈 지도  모릅니다! 

결과물결과물결과물결과물 

� � 

“아이엘츠 수업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실제 아이엘츠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같았습니다. !” 
─ 밀레나,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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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소중한 후기 

하리야하리야하리야하리야, 24세세세세, 러시아러시아러시아러시아 제가 보낸 WIE에서 4개월은 제 생의 최고의 날들이였습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다른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Me. 가장 놀라운건 학원 전체가 가족 같다는 것이였어요. 직원 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시고 항상 귀 기울여 주세요. 가족과 집에서 떨어져 있을때는 그것만큼 고마운게 없더라구요. 선생님들의 모든학생의 영어 레벨을 잘 아시고 도와주세요.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던 그것을 
WIE를통해 이룰수 있을거에요. 저는 WIE에서 보낸 시간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 모두 평생 잊지못할거에요! 

아짬아짬아짬아짬, 19세세세세, 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 아라비아사우디 아라비아  저의 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명성 높고 인기 많은  WIE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다니는 동안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영어가 부쩍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항상 북돋아 주시고 반 친구들도 너무 다정해 금새 친구가 되었답니다! WIE가 여는 거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요, 탁구 시합과 로토루아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가 바로 의대에 들어갑니다. 집에가서 친구들에게 저의 멋진 경험들을 자랑하며 추천 할거에요. 

알레잔스라알레잔스라알레잔스라알레잔스라, 31세세세세, 칠레칠레칠레칠레  
WIE를 다닌 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늘어버린 저의 영어 실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문법은 물론 말하기와 듣는것도 이제 자신감있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뒷쳐지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주신 덕분입니다. 방과후 시간에도 저와 앉아 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리포트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 꿈이였던 뉴질랜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위치한 유명한 학원에서,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선생님들 아래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학생들의 솔직한 후기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찾아주세요더 많은 학생들의 솔직한 후기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찾아주세요더 많은 학생들의 솔직한 후기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찾아주세요더 많은 학생들의 솔직한 후기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찾아주세요 www.wie.ac.nz/testimoni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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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민찬민찬민찬민, 18세세세세,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뉴질랜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 저로서는 IELTS시험을 봐야했습니다.저 혼자의 힘드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아 영어학원을 찾던중 WIE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을 WIE에서 공부햇음에도 불구하고 , 저의 영어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의 반 학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의 반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전보다 많이 알게되었고 영어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영준영준영준영, 23세세세세, 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 
WIE 에서 공부하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고 자신의 영어 수준과 상관없이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게 너무 많았어요!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때 영어를 잘 모르고 말도 못했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더불어 정확하고 올바른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WIE에서는 매주 방과 후 친구들과 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고, 이제 저는 영어를 함에 있어 더 자신감있고 선생님들과 학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간모간모간모간,  19세세세세, 뉴 칼리도니아뉴 칼리도니아뉴 칼리도니아뉴 칼리도니아 
WIE 에 있던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 즐거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일하시는 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뭐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도 너무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고, 이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기회조차 있었을까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만큼 서로 공유하고 보여줄 거리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는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면서 저는 특별히, 말하기 실력이 놀랄만큼 늘었답니다. 저는 여기서 보낸시간들이 안겨준 추억들을 평생 절대 잊지 못할거에요. 



믿을 수 있는 높은 품질의 교육  

와이카토 영어 학원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의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우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유학생을 위한 업무 준수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모든 교육기관이 유학생의 복지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약 입니다. 조약에 사인한 와이카토 영어 학원은 반드시 규칙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유학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규칙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www.minedu.govt.nz/NZEducation/EducationPolicies/InternationalEducation/ForInternationalStudentsAndParents/fPracticeInfoForStuden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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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QA 등록 되어있는 학원등록 되어있는 학원등록 되어있는 학원등록 되어있는 학원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 은 Education Act 1989 제 18 조항 아래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에 등록되어있는 개인학원입니다. NZQA 는 뉴질랜드 교육부에 의해 세워진 정부 단체로 그의 등록된 학원과 학교들은 뉴질랜드는 물론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 CODE OF PRACTISE 
2003년 3월로부터, 유학생들을 받는 모든 뉴질랜드 학교와 학원들은 Code of Practis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 서명을 해야합니다. 이에 서명한 단체로서 WIE 는 높은 품질의 교육과 학생의 안전과 편안을 위해 힘쓸 것을 보증합니다. 이에 보증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뉴질랜드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원뉴질랜드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원뉴질랜드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원뉴질랜드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원 
Education New Zealand 는 뉴질랜드 교육청으로 뉴질랜드의 해외 유학과 정보를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 는 이의 서명자이며 저희에 프로필을 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www.newzealandeducated.com/institution/568. 

정부가 후원하는 학원정부가 후원하는 학원정부가 후원하는 학원정부가 후원하는 학원 

WIE 는 뉴질랜드 안에 정부가 후원을 결정한 몇안되는 학원 중 하나입니다. 저희의 기본영어 수업과 취직을위한영어 수업은 정부의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TEC) 의 후원과 격려를 받고 있으며
TEC의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WAIKATO EDUCATION INTERNATIONAL INCORPORATED 회원회원회원회원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은 Waikato Education International Inc (WEI)의 회원입니다. WEI 는  높은 품질의 교육을 외국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마음을 가진 교육단체들이 함께 모여 계최한 모임입니다. 다른 멤버들로, 고등학교들, PTE들과 와이카토 대학교가 있습니다.  

TOEIC 시험장시험장시험장시험장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 은 인증된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시험장입니다. TOEIC 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어 시험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어 실력을 평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시험입니다. 

CAMBRIDGE 영어 시험영어 시험영어 시험영어 시험 시험장시험장시험장시험장  

Waikato Institute of Education 은University of Cambridge에서부터 인증된 Cambridge 영어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번호 NZ501). Cambridge English 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영어 시험중 하나로, 13,500 개가 넘는 대학교, 회사들과 정부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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