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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영어  
풀타임  파트타임 아침  파트타임 오후  

(Beginner—Advanced) 

          2-10 주  $410/주  

$300/주  $200/주  
          11-23 주  $400/주  

          24-34 주  $390/주  

          35+ 주  $370/주  

 NZCEL (Level 1 Foundation - Level 5) 풀타임  

                1 Term (17주 ) $6,550  

                2 Terms (34 주)  $12,480  

                3 Terms (51 주)  $17,390  

* $120 NZCEL 등록비 적용  

  시험 준비 
풀타임  파트타임 오후  

(IELTS/PTE/OET/TOEIC/               

2-10 주 $410/주 

$200/주 
 11-23 주 $400/주 

 24-34 주 $390/주 

                     35+ 주 $370/주 

  해외 고등학교 준비반  풀타임 

        1 Term (12 주) $4,920  

        2 Terms (24 주)  $9,360 

        3 Terms (36 주)    $13,320 

 $17,760          4 Terms (48 주)   

   전문 영어 
풀타임 

     (Business, Aviation, Nursing & other courses) 

                1 Term (17 주) $6,550  

                2 Terms (34 주)   $12,480  

                3 Terms (51 주)   $17,390  

   영어 + 액티비티 주당 비용 

          미술 $455  

          댄스 $470  

          농장 체험 $465 

          골프 $515  

          말 타기 $485 

          럭비 $485 

          서핑 $515 

   일대일 개인 강습  10 hours minimum 

기본 영어  $70/시간 

시험 준비 $90/시간 

전문 영어 $90/시간 

    NZCLT 
     Language Teacher Training, TESOL 

    Level 4 (15 주) $6,200  

    Level 5  (20 주) $8,200  

 활동 준비 비용:$100 

 21 시간 기본 영어 + 2 회 액티비티한 주에 

 풀타임, 월요일 - 목요일,  9am - 3pm 

 시작 날짜:2021 년 2 월 22 일, 2021 년 7 월 26 일 

Notes: 

 풀타임: 25 시간 주당 ,  9:00 am - 3:00pm 

 파트타임 아침: 15 시간 주당 , 9:00am - 12:00pm 

 파트타임 오후: 10 시간 주당 , 1:00pm - 3:00pm 

See more…. 

월요일이든 시작 가능  

mailto:info@wie.ac.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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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 비용      
    

홈스테이 비용  

18세 미만인 학생  

(하루 3 식, 주 7 일) 
  $280/주  

18세 이상인 학생 
평일 아침과 저녁; 주말 3 식 

*크리스마스 휴일에는 주당 $ 50 
추가 

  $240/주  

홈스테이 선택 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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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chool Activitie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tudy Activity Social Activity FREE English Corner FREE Pronunciation Social Club 
Learn new culture 

 and have new experi-
ences 

Enjoy the 
 fresh air and sun with 

your friends 

Improve  
your speaking by playing 

fun games 

Make new friends 
 and improve your 

communication skills 

Cambridge Pre-test  
IELTS Mock Test 

공지사항:  

코스: 
- 최소한의 등록 기간은 2주 입니다  
- 방학을 제외한 모든 월요일부터 새 학생들은 시작할수 있습니다  

물가: 

- 가격은 2020 년 12 월 11 일 이후 유효합니다. 
- 홈스테이는 최소 2 주 전에 지불을받은 후에 만 확정 될 수 있습니다. 
- 학비는 학교외부 사회활동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WIE는 학비조정을 할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 (NZD) 로 적혀있으며 15% 세금 포함된 가격입니 다  

- 인출 및 환불 정책은 www.wie.ac.nz를 참조하십시오. 
- 위에 적힌 학비는 2021년 12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휴일: 
- 학교 휴일: 2021년 12월 25일 - 2022년 1월 10일  
- 공휴일이나 WIE가 쉬는 날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능합니다  

보험: 
- 유학생은 의료 및 여행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Policy must meet the Code of Practice 

학비          

등록금  
- 반 수업 등록  

 

$180  

- 개인 수업 등록    $40  

교제 비용 (CD, 교과서 포함)  
- 풀타임  

 

$120  

  $60  - 파트타임  

오클랜드 공항 픽업  - 편도  
 

$120 

보험료 (필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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