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드 모리알타 (Norwood Morialta) 고등학교
노우드 모리알타 고등학교는 아들레이드의 고급 주택가인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으로부터는 15 분, 그리고 노우드 퍼레이드 쇼핑 센타 및 레스토랑 구역으로부터는 불과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2 개의 캠퍼스에 8 학년부터 10 학년의 중학교 (Middle School)와 11 학년과
12 학년의 시니어 과정 (Senior Schoo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우드 모리알타 고등학교는 건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다문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교 시설 및 자원
• 중학교와 시니어 과정에 대한 개별 캠퍼스
• 음악, 미술, 멀티미디어, 요리 및 호스피탤러티에 대한 전문 시설
• 공연 예술장 및 전문 연극 시설
• 전자 및 자동차 워크숍을 갖춘 디자인 및 테크놀로지 센타
•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노트북 제공 (교내 무선 인터넷 제공)
• 광범위한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ESL) 교재 및 다언어 교재들을 갖춘 도서관
• 체육관, 테니스 및 농구장 및 대규모 운동장을 갖춘 스포츠 시설
• 학생 구내 식당
•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학습 센타
주요 교과 영역
• 언어
•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ESL) – 8-12 학년 본과 교과목으로 제공
• 디자인 및 테크놀로지 (전자테크놀로지 트레이닝 센타 포함)
• 공연 예술 프로그램 (창조 예술, 이벤트 매니지먼트, 멀티미디어, 시각예술, 디자인, 음악 및
연극 포함)
• 음악 프로그램 (전학년에 걸쳐 합창단, 밴드, 현악기 및 플루트 앙상블 참여 제공)
• 회계학 및 비즈니스학
• 법학 및 정치학
• 수학 및 과학
특별 영역 프로그램
•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학교 프로그램 (IB MYP) 8-10 학년
• 야외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9-11 학년
• 특별 축구 프로그램* 8-12 학년
• 직업 교육 훈련 – 바텐더 훈련이 결합된 카페 실습 교육 포함
* 선발 절차를 통해 선정
언어
•
•
•
•
•
•

그리이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 출신 및 중국 사용자를 위한 중국어
일본어 속성 프로그램 및 일본어 사용자를 위한 일본어
다른 언어 제공도 가능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 지원 서비스
• 전 교과목에 걸쳐 ESL 지원
• ESL 학생들을 위한 전문 연구 프로젝트 (RP) 및 개인 학습 계획 (PLP) 수업
• 교감 – 국제 프로그램
• 국제 유학생 프로그램 매니저
• 유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다언어 지원 서비스 직원 – 중국어/베트남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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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별 보조 지원 직원
학교 상담원
지원 상담원 – 전국 학교내 종교 지도 및 학생 복지 프로그램 (NSCSWP)
직업 및 진로 상담
호주와 해외 대학 진학 관련 지원

스포츠 활동
• 조정 (rowing)
• 축구, 호주식 럭비 (AFL), 터치 풋불, 럭비 (NRL), 크리켓
• 농구, 넷볼, 소프트볼, 배드민턴, 탁구, 잔디 볼링 (lawn bowls)
• 비치 배구, 수구, 수영, 육상 경기
클럽 활동 및 경기대회
• Head of the River – 조정 경기 대회
• 국제 페달 프링 (International Pedal Prix) – 공학적 디자인 및 조립, 24 시간 파워 자전거 경기
• 수학, 과학, 영어 및 언어 분야 전국 경시 대회
• 지능 및 과학 토너먼트 및 공학 경시대회 (Tournament of Minds and Science and
Engineering Challenge)
• 청소년 의회 (Youth Parliament), 시범 재판 (Mock Trials), UN 청소년 협회
• 논쟁 및 연설 경진대회
• 학생 대표 위원회
• 학교 뮤지컬, 음악 콘서트 및 연극 연출
• 글로시 블랙 코카투 환경 캠프 프로그램 (Glossy Black Cockatoo Environmental Camp
Program)
• 세계 도전 대회 (World Challenge)
• 사회 정의 위원회 (Social Justice Committee)
국제 프로그램
•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 (HSGP)
• 고등학생 해외 교환 프로그램 (SAP)
• 집중 영어 프로그램 (ISEC)
• 스타디 투어
• 교환 학생 프로그램
• 자매 학교 교환 프로그램
인증
•
•
•

저희 학교는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CIS)에 의해 인증받았습니다.
지역내 초등학교들과의 협조로 IB MYP 교육 과정이 제공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학생 교환 프로그램 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입학 안내
학생 입학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dl.0787.info@schools.sa.edu.a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8364 2299 번 (11-12 학년
입학) 혹은 전화 8365 0455 (8–10 학년 입학)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립 학교 (SAGS)는 유학생들이 노우드 모리알타 고등학교에 해외
교환 학생으로 등록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국제 교육 서비스국 (International Education
Services office) decdisp@sa.gov.a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61 8 8 226 3402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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