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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직장 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나는 뉴질랜드에 매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이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날 때 다시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석사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제 유학지로서의 첫 번째 선택은 뉴질랜드였습니다.
저는 만성 질환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윈텍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소규모 학급 규모 등의 학업 방식이 훌륭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윈텍 스포츠 과학부에는 캠퍼스내에 자체 생체 운동 클리닉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는 일년 내내 고객을 치료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으며, 이런 실습을 통해 
소속감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임상 실습 경험은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쌓인  해밀턴은 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최근에 윈텍을 통해 알게 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동안 
그곳에서 요가를 가르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고객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에 나는 임상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배우는 이런 경험은 제 삶을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나는 다른 유학생들에게 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Natalja Wiese, Germany (Master of Science: Human Performance)



 왜 윈텍에서 공부해야 하나요?                          

국립 뉴질랜드 윈텍대학교 (Wintec, The Waikato Institute of Technology Limited)는 뉴질랜드 최대 공과대학 (ITPs) 
중의 한 곳 입니다. 

1924 년에 개교한 윈텍대학교는 해밀턴에 본교를 두고 광역와이카토 지역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질랜드 최고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융합 역량을 갖춘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자격증 
취득 과정부터 석사학위 등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학풍, 헌신적인 국제 학생 지원 서비스,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실질적인 학업 지원 등 
윈텍대학에서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위 이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윈텍대학은 학생의 학업과 미래의 성공을 바라는 학생, 
교수 그리고 교직원의 커뮤니티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윈텍에서 공부하는 
동안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육과정
윈텍대학은 간호실습실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특화된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 실습실, 요리제빵 
실습실과 식당, 헤어 및 뷰티 살롱, 공연예술 스튜디오, 
미술관, 체육클리닠센터, 동물병원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이 중 일부 시설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실제 
고객에게 배운 지식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윈텍대학과 해밀턴와이카토 지역에서 
집처럼 편안히 지내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웰빙을 위해 캠퍼스내 
기숙사 운영 등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뉴질랜드 윈텍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윈텍 캠퍼스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해밀턴에 있는 시티캠퍼스, 
로토카오리캠퍼스, 해밀턴가든스캠퍼스 등 세개의 
메인캠퍼스 중 한 곳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해밀턴 시티 캠퍼스 
해밀턴 시티 캠퍼스는 해밀턴 시티 상업중심지구에 
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는 다양한 음식점, 백화점, 
영화관, 와이카토 강, 해밀턴 로토로아 호수, 해밀턴시청과 
공립도서관 등이 있으며,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 학생 기숙사가 있으며, 상대, 간호대, 자연대, 
예술대, 교육대, 컴퓨터, 미용, 어학센터, 디자인팩토리 
뉴질랜드, 갤러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토카우리 캠퍼스
로토카오리 캠퍼스에서는 공과대, 체육대, 요리학, 
동물간호학 등의 전공 수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시설이 잘 갖추어진 캠퍼스로 
호평을 받는 로토카오리 캠퍼스는 전공 수업에 
특화된 최신 실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허브에는 도서관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등의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해밀턴 가든 캠퍼스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밀턴 가든에 
윈텍의 세번째 메인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조화된 임업, 
원예 및 조경 등의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윈텍 지역 거점 허브 
윈텍은 테임스와 오토로항아에 지역 거점 허브를 두고 
있습니다. 윈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허브의 컴퓨터, 
WiFi, 인터넷 및 다른 학습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텍 
학생 학업 서비스도 이 허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테임스 캠퍼스와 오토로항가 캠퍼스 외에도 나로아와히아와 
라글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스가 운영됩니다. 지역 허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wintec.ac.nz/study-at 
wintec/wintec-in-the-regions를 방문하십시오.



   대학부대시설 

레스토랑 윈도우스 
요리와 호스피텔리티학과 학생이 직접 실습을 
하는 레스토랑인 Windows는 약80명의 고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 있는 식당입니다. 
학생들은 두개의 대형 상업용 주방에서 요리를 배운 
후에 Windows와 인접해 있는 프로덕션 주방에서 
실재 고객들을 위한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간호병동 실습실
실재 병원과 동일한 시설을 갖춘 간호병동 실습실에서 
학생들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의료 활동을 
모의학습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컴퓨터화된 모형환자들이 
있어서 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하면서도 실재 상황과 
유사한 병원 환경에서 실무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Urban 헤어살롱과 스파
재능있는 헤어디자인학과와 뷰티디자인학과 
학생들로부터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기분이 상쾌해 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Urban Hair와 Urban Spa는 City Campus
의 Collingwood Street Building에 있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전용 살롱과 
스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rban Hair는 헤어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미용업무에 
필요한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을 통해서 헤어 케어, 고객 서비스 및 미용실 
운영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Urban Spa
는 뷰티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마사지 기법, 네일 기술 및 메이크업  서비스와 
같은  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스파입니다.

엔지니어링 실습실
공과대학 실무직업교육 시설은 1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1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신 
시설을 두루 갖춘 개방형 구조로 자유로운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물의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현대적인 엔지니어링 및 기술 교육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타전공과의 협력과 
프로젝터 수업이 가능하고, 실재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Pets @ Wintec은 수의 간호학과 학생등이 자격을 
갖춘 경험많은 교수의 지도 하에 실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실습장을 겸한 수의학 클리닠센터 입니다. 
학생들은 애완 동물의 건강 검진에서부터 중성화 
수술 및 마이크로 칩 삽입 등 다양한 동물치료 
서비스에 대해 배우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와이카토 인체공학 퍼포먼스 허브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와이카토 인체공학 
퍼포먼스 허브(Waikato Human Performance Hub)를 
통해 지역 및 국가 대표 운동 선수와 일반 대중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WHPH는 와이카토에서 최초로 
열 및 고도 챔버 (heat and altitude chambers)와 생체 
운동 클리닉 (biokinetic clinic)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램프 미술관
램프 미술관은 예술대학에 있는 현대적인 전시 
공간입니다. 램프 미술관은 학생들과 전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이곳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현대 
미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해밀턴은 생활비가 적게 들고, 대도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없이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등의 시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으며, 쇼핑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고, 와이카토 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페인트볼, 볼링이나 경마를 친구들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극이나 뮤지컬을 지역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고, 해밀턴의 
생동감 있는 밤거리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여유롭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과 호수에서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시면 아름다운 해변, 산, 강, 온천, 드넓은 목장, 스포츠 센터, 그리고 다양한 모험으로 가득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밀턴과 와이카토 소개 

 유학생 지원 서비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인터내셔널센터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뉴질랜드의 문화와 관습을 
익힐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시티 캠퍼스와 로토카오리 캠퍼스에서 다음과 
같은 유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중 무휴 핫라인 운영
•  매주 전담경찰관 방문 상담
•  숙박 및 공항픽업 지원 서비스
•  학업, 생활 상담 지원 서비스
•  환영 오리엔테이션

이 외에도 정기적인 사교 활동, 인기 관광지 
데이투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워크샵,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합니다.



    윈텍 학생 생활 지원 서비스 

캠퍼스 카페와 간이 주방 
간이 주방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냉온수기, 
자판기가 캠퍼스 곳곳에 있으며, 시티 캠퍼스와 
로토카우리 캠퍼스 모두 구내 카페와 일식집 등에서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행사
국제교류센터는 연중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당일 여행을 제공합니다. 여행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호빗튼 및 마운트 마웅가누이
•  타우포 (제트보트 및 번지 점프 포함)
•  로토루아 온천 지대 (루지 포함)
•  커시드럴 코브(Cathedral Cove) 및 코로만델 패들 보딩
•  스노보드 및 스키 여행 (1박 2일)
•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
•  와이히 해변
바베큐파티, 영화의 밤, 축제와 각국 명절 기념식 등 정기적인 
사교 행사도 연중 내내 계획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 지원 서비스
우리 대학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 줄 전문팀이 
있습니다. 학업 어드바이저들은 과제, 연구, 영어, 
APA 레퍼런스 작성법, 수학과 과학 교습, 그리고 시간 
관리와 같은 학업에 필요한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로 
일대일, 소그룹 및 워크샵 세션을 제공합니다.

숙소 지원 서비스
윈텍대학의 숙소 지원 서비스는 모든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3
개의 기숙사는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거나, 대중 
교통 및 편의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홈스테이 — 매일 3끼 식사가 제공되는 뉴질랜드 
가정에서의 홈스테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학의 홈스테이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들 중에서도 엄선된 가정입니다. 뉴질랜드 
가정에서 홈테이를 하면서, 식사는 본인이 직접 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도 있습니다.  
스튜던트 빌리지(Student Village) — 스튜던트 
빌리지는 시티 캠퍼스에 인접한Collingwood Street
에 있으며, 가구가 완비된 유닛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튜던트 빌리지는 공동구역 청소서비스가 
제공되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윈텍아파트 — 좀 더 성숙한 학생들은 취사 시설이 완비된 
해밀턴 시티캠퍼스 내에 있는 학생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필요치 않으며, 학업과 생활을 하기가 
매우 편리하며 대중교통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로토카우리 빌리지(Rotokauri Village) — 가족이 
있는 중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 주택입니다 
(필요시 문의에 따라 주택이 배정됩니다).
18세 미만 학생 — 18세 미만의 모든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승인한 홈스테이 가정에 배정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 단독 주택을 임대하거나 혼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윈텍대학의 스페셜 프로그램 

산학협력연구를 위한 디자인팩토리뉴질랜드
Design Factory NZ는 세계적인 산학협력연구 기관미며, 
윈텍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협력 업체들과 
함께 연구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윈텍은 Global Design Factory의 뉴질랜드 최초이자 
유일한 정규 회원 대학이며,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esign Factory 인턴쉽 프로그램은,  현재 예술, 경영, 
IT, 공학, 사회복지,카운셀링 및 자연과학 분야의 학사 
과정을 공부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디자인 팩토리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윈텍은 유학생들의 
디자인 팩토리 프그램에 참가를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은 팀워크를 중시하고 전공간 교류를 원하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팩토리뉴질랜드는 윈텍 창업보육센터 Launchpad
와 SODA Inc.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생들의 
비지니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시켜 줍니다. 
학생들은  Launchpad의 맞춤형 12주 파트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Launchpad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계로 비지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Launchpad 프로그램 참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와 비지니스 아이디어에 
따라 Business Growth Advisor가 배정되어 
창업보육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intec.ac.nz/
launchpad를 참조하십시오. 

스터디 투어-동하계어학 및 직무 연수 
윈텍대학의 맞춤형 단기 스터디 투어를 통해 뉴질랜드 
최고의 서양식 교수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서구식 교실 환경에서 의사 소통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 한편 데이투어와 현지 홈스테이를 
통해 뉴질랜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터디 투어는 단기간에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은 참가할 
그룹의 교육목적과 문화체험 목적에 맞게 맞춤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스터디 투어 전문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알맞은 학과 안내 

New Zealand Certificate in Study 
and Career Preparation (Level 4)                             
Te Ara Pūtake My Academic Pathway

학업 기간 한 학기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5.5 - 모든 영역에서 5.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우리 대학의 파운데이션은 디플로마나 학사 학위 과정 등록에 필요한 
학력 조건을 충족시키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코스입니다. 학업과 진로 선택에 따라,  Health, Social Practice, Creative 
Industries, 또는 the Open pathway 등 4가지 패스웨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특정 과정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이상적인 코스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New Zealand Certificate in Animal 
Technology (Level 5) with strand in 
Veterinary Nurse Assistant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동물간호학과는 동물을 돌보아 본 경험이 있고 수의 관련 분야 또는 동물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수의 간호학과 디플로마의 1년차 과정입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Veterinary 
Nursing (Level 6) with strand in Veterinary 
Nursing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임상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반려동물 케어, 관리, 취급 등 동물 간호학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지식과 테크닉을 배우는 코스입니다. 학생들은 
동물환자와 보호자를 관리하는 방법과 임상 수의학 실습에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240시간의 임상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학부 



Bachelor of Applied Management  
(Level 7) with majors in Account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and Supply Chain Logistics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사 학위 과정입니다.
경영학과 행정학에 대한 이론을 폭넓게 배우고, 3학년에는 인턴쉽을 통해서 
관련 업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Graduate Diplomas for Business (Level 7)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우리 대학은 회계학, 인사관리학, 경영학, 생산운영관리학, 유통물류학등의 
경영관리 학사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벨 7으로 경영학 
학사와 동일한 레벨의 디플로마 코스로 1년 과정입니다. 

 경영행정학부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Level 7)  
incorporating the Graduate Certificate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학업 기간 1년 (또는 한학기의 Graduate Certificate )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우리 대학의 테솔 (TESOL) 과정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교사 경험이 없는 사람 모두가 수강할 수있습니다. 

Bachelor of Teaching (ECE)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7.0 이상

윈텍의 유아교육학과는 자격을 갖춘 유아교사로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교육학부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윈텍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교수님들이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강의는 효과적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수업에 적용시킵니다. 현재 보유한 디플로마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내게 큰 자산이 될 것이며, 내 목표는 
졸업 후에 ‘Big 5’ 회계법인 중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는 과정은 회계학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 직업문화에 대한 교과목이 
있어서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교과목은 제 모국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인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 
이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멋진 문화와 함께 뉴질랜드 최고의 
대학 중의 하나로 윈텍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윈텍은 Covid-19 
봉쇄 정책 시행 중에도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원활하고 시의 
적절하게 전환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이 학습에 
있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윈텍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처럼 
숫자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학과를 좋아할 것입니다.

Parth Shah — India 
Bachelor of Applied Management



New Zealand Diploma in Architectural 
Technology (Level 6)

학업 기간 2년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6.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건축공학 디플로마는 2년 과정이며,  건축 기술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학생들은 도면을 그리고, 건물 구조의 모델을 
만들고, 건축 자재를 조달하고, 건물 인허가 절차 등을 배우게 됩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Construction 
(Level 6) with strand in Quantity Surveying

학업 기간  2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건설사업경영학과는 건축 적산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건축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가격 책정 및 재정 관리 등을 
배웁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Engineering 
(Level 6) with specialisations in Civil, 
Electrical, Electronics, and Mechanical 
Engineering

학업 기간 2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모든 영역에서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은 엔지니어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4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 토목
• 전기
• 전자
• 기계

이 과정은 엔지니어링 뉴질랜드(Engineering New Zealand)의 인증을 
받았으며,  뉴질랜드와 호주 및 기타 국제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디플로마를 받게 됩니다.

 공학부 

Bachelor of Engineering Technology  
(Level 7) Civil, Electrical, or Mechanical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라이팅과 스피킹 6.0 이상, 리딩과 
리스닝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토목 
공학, 전기 공학 또는 기계 공학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엔지니어링 
실습장에서 이론과 실전을 배우게 됩니다.

Graduate Diploma in Engineering 
Technology (Level 7) with strands in 
Mechanical, Mechatronics, Power, Water and 
Water Waste, and Highway Engineering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 라이팅과 스피킹 6.0 이상, 리딩과 
리스닝 5.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점수

공학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1년 디플로마 과정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전문가를 위한 
코스입니다. 졸업을 하면 학생들은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디플로마에는 5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 기계
• 메카트로닉스
• 발전
• 상하수도 
• 고속도로 공학



 영어학부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Offshore) (Online) (Level 3 — 5)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학사와 석사 등의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거나, 영어 능력 향상 및 
뉴질랜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자격과정입니다. 코스를 이수하면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제공되는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pplied) 
 (Level 3) (Offshore) (Online)
•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General) 
 (Level 3) (Offshore) (Online)
•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Level 4) (Offshore) (Online)
•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Level 5) (Offshore) (Online)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Foundation) (Level 1)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가지 영어 영역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NZCEL(레벨 1)로 진급하는데 필요한 영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Level 1)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익숙한 일상적 생활과 상황에서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의사 소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실수업과 자습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NZCEL 레벨 2에 입학 할 자격이 생깁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Level 2)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기초에서 중급 수준의 영어와 의사 소통 기술을 배웁니다.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레벨 2를 수강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일정한 레벨의 영어 능력이 있음을 
레벨테스트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기본적인 대면 회의와 토론 및 대회 참여
• 기본적인 서면 및 음성 지시에 응답
•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본 보고서 작성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General) (Level 3)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4.5이상, 또는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이 과정은 뉴질랜드에서 대학이 입학을 원하거나, 영어능력 향상  또는 
취업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코스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보다 더 복잡한 영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 레벨 3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pplied) (Level 3)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5.0이상, 또는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뉴질랜드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 능력 함양을 
위해 제공돠는 이 코스는 말하기 및 영어 작문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이수하면, 학업이나 취업에 필요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며, 요리학과 등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 Level 
4 코스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보건복지학부 

Bachelor of Nursing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6.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간호학 학사는 3년 과정으로 뉴질랜드 전문간호사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의료 지식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간호학, 건강검진, 
환자관리, 다문화 관리, 간호실습과 와이탕이 조약과 간호학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학년에 뉴질랜드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협회에 등록에 응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Bachelor of Midwifery                                   
(Level 7) 

학업 기간 4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7.0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5이상 
또는 OET모든 영역에서 B 이상. 1회 응시 결과만 
인정함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후 최대 6주 동안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을 확인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조산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졸업하면 국가 조산사 시험 
(National Midwifery Examination)에 응시하여 정식 조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산모와 아기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게 되며, 개인 클리닠센터를 개원할 수 있습니다.

Master of Nursing Science                             
(Pre-Registration) (Level 9)

학업 기간 2년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7.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사전 등록 간호학 석사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빠르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성공적으로 석사학위를 받게 되면 간호학 석사학위가 
수여되고 뉴질랜드 간호협회(NCNZ)에  전문등록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Employment)    
(Level 4)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대부분의 학사 학위 과정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고급 영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Level 5)

학업 기간 17주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무료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레벨과 반에 배정

뉴질랜드에서 석사학위 과정이나 간호학 등 더 높은 수준의 학업, 훈련 
또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코스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복잡한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말하기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코스입니다.

Summer School English

학업 기간 6주 (3주 이상 등록 가능)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스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을 골고루 배울 수 있습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Culinary Arts Year 1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5.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 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요리학 1년차 과정으로 요리준비, 요리하기, 음식세팅 등 요리 기술을 
배우고 익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코스입니다. 윈텍자체보유 레스토랑에서 
고객들과 함께 실습합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Cookery 
(Advanced) (Level 5) Culinary Arts Year 2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5.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 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전문적인 요리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이 과정은 육류, 가금류, 생선 등 
다양한 분야의 요리준비 방법과 요리 기술을 배우고, 음식저장고 관리 등에 
대해 배우는 코스 입니다.

 호스피텔리티와 요리학부 

 IT컴퓨터정보학부 

New Zealand Certificate in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5)

학업 기간 1 학기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5.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 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과정은 IT 기술 지원, 정보 시스템, 컴퓨터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컴퓨터 정보화의 핵심 개념과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르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achelor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 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IT정보학 학사 과정은 학생들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또는 
멀티미디어 및 웹 개발 등 네 가지 전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론과 
실기를 프로젝터형 수업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 5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양질의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1년 과정이며, 전공 분야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 개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및 웹 개발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회사와 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컴퓨터 지식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Post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8)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코스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 기술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과 취업 또는 경력 
개발을 위한 연구 기술을 심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의 컴퓨터정보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숫자를 좋아했고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윈텍대학의 IT컴퓨터정보학 학사 과정의 다양한 
교과목을 살펴본 후에, 저는 이 학과와 윈텍이 제가 찾던 대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윈텍에서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회복력이 향상이 되었고, 프로젝터를 완수하였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형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어주는데, 이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우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고국인 모리셔스를 떠나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를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었고, 저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를 매우 좋아합니다. 뉴질랜드는 환상적인 나라이고,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합니다.예전의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었지만, 윈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Shannon Juliette — Mauritius 
Bachelor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Post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cs (Level 8)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경영정보학 석사 1년차 과정은 경영학이나 컴퓨터정보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분야는 경영관리, 경영분석, 경영 전략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보안 등이 있습니다.

Master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Level 9)

학업 기간  1년 6개월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IT컴퓨터정보학 석사학위 과정은 컴퓨터정보화 분야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길 원하는 학생이나, 관련 분야에서 더 높은 직위를 얻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와 수업을 적절히 결합하여 코스를 진행합니다. 

 예술학부 

New Zealand Diploma in Journalism   
(Level 5)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언론학 디플로마 과정에서 학생들은 뉴스거리 발굴, 기사 작성, 문안 
작성과 출판 기술, 사진과 비디오 촬영 기술을 실전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사와 작품을 우리 대학의 온라인 신문인 Waikato 
Independent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며, 연관 업계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Bachelor of Communication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윈텍대학의 언론학 학사 과정은 언론과 광고,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제작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역동적인 언론광고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편집실과 스튜디오를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Bachelor of Contemporary Art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현대미술학 학사 과정은 회화, 사진, 영화, 설치미술, 거리예술, 조각,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개인의 비전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Bachelor of Design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디자인학사 학위 과정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기술혁신 그리고 디자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디자인학사 학위에는 그래픽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전공이 
있습니다.



Bachelor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음악공연예술학사 학위는 음악과 연극영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면서 음악과 공연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학과입니다. 이 학위에는 4가지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 공연   •    오디오 프로덕션
• 작사작곡           •    연극

Graduate Diploma in Communication 
(Level 7)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학사디플로마 과정은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PR, 
광고, 마케팅과 언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학력 수준을 높이고 
업무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 되었습니다.

Bachelor of Media Arts (Honours)  
(Level 8)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대학원 1년차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이 공부하고자하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조사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가, 
영화 제작자, 사진 작가, 예술 감독, 촬영 감독, 영화 편집자,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등으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코스입니다.

Master of Arts (Level 9) with endorsements in 
Design, Music, Visual Arts and Communication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예술학 석사 과정은 학생들에게 디자인, 음악, 시각 예술과 언론학 
등의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코스입니다. 

New Zealand Certificate in Applied Science 
(Level 3) Applied Science 3

학업 기간  1학기

영어입학조건 IELTS 모든 영역에서 5.0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이 자격증 과정은 과학 또는 공학 분야의 디플로마나 학사 과정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운데이션 코스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과학과 
공학 전공에 입학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Applied Science  
(Level 6) Applied Science 6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자연과학 디플로마 2년차 과정으로 학생들은 식품공학, 환경공학, 생명공학 
등 전문 과학 분야의 이론 및 기술 지식을 실용적으로 배웁니다.

Bachelor of Technology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생명 공학, 환경 공학, 식품 공학 등의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며, 식품, 
병리, 환경, 토질 등의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과학학부 



New Zealand Diploma in Wellness and 
Relaxation Massage (Level 5)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5.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해부학과 생리학, 건강과 영양, 마사지 요법의 원리를 배우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기술을 이론과 임상 실습을 통해서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New Zealand Diploma in Remedial Massage 
(Level 6)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건강이완 (wellness and relaxation) 마사지 뿐만 아니라 교정 마사지를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졸업 후에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마사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능력을 함양시키며, 
홈베이스 또는 이동식 마사지 치료 클리닉, 커뮤니티 베이스 마사지 치료 
클리닉, 종합 클리닉 또는 스포츠 교정 클리닠 등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과학부 

Bachelor of Sport and Exercise            
Science (Level 7) 

학업 기간  3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0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5.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스포츠과학과는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할 실무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체육교육, 코칭, 운동 
생리치료학,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심리학, 생체 역학, 재활 및 개인 훈련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Postgraduate Diploma in Sport and 
Exercise Science (Level 8)

학업 기간 1년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체육학 석사 1년차 과정으로 학부에서 배운 스포츠학에 대한 지식을 보다 
더 심도있게 배우고, 체육계와 체육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대학의  대학원 스포츠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론과 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교수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수업 목적에 맞게 지어진 체육시설에서 
실습을 합니다.

Master of Science (Human Performance 
Science) (Level 9)

학업 기간 1년 6개월

영어입학조건 IELTS 평균 6.5 이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6.0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영어 점수

스포츠과학 석사 학위 과정은 학사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이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에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직장에서 더 높은 직책으로 
진급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포츠학 및 실기를 완벽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읜텍스포츠센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뉴질랜드 체육협회 
(Sport Science New Zealand)의 인증을 받았으며 뉴질랜드 최고의 
체육센터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국내 및 국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스포츠 테스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 Thesis pathway

• Dissertation pathway



Edward Park
International Market Director 
안녕 하세요? 저는 윈텍대학교 국제 교류원의 이사인 에드워드 박 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edward.park@wintec.ac.nz

  질문이 있으신가요? 문의 주세요!  



                                                          2023년도 유학생 프로그램 목록과 학비  

Programme Level Duration Intake Academic IELTS Insurance* Tuition Fee**

Animal Technology

New Zealand Certificate in Animal 
Technology 
with strand in Rural Animal Technology

5 1 year Feb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4,279

New Zealand Certificate in Animal 
Technology 
with strand in Veterinary Nursing 
Assistant

5 1 year Feb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4,279

New Zealand Diploma in Veterinary 
Nursing

6 1 year Feb
6.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514

Business

New Zealand Diploma in Business 5 1 year Feb/Jul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21,047

Bachelor of Applied Management  
Accounting (with or without CAANZ 
/CPA pathway), Human Resource 
Management,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and Supply Chain 
Logistics

7 3 years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1,047

Graduate Diploma in Accounting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300

Graduate Diploma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300

Graduate Diploma in Strategic 
Management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300

Graduate Diploma in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300

Graduate Diploma in Supply Chain 
Logistics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300

Education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0,337

Graduate Diploma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Education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19,295

Te Paetahi Akoranga Bachelor of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7 3 years Feb/Jul
7.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186

Engineering and Industrial Design

New Zealand Diploma in Architectural 
Technology

6 2 years Feb
6.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3,747



Programme Level Duration Intake Academic IELTS Insurance* Tuition Fee**

New Zealand Diploma in Construction  
(Quantity Surveying)

6 2 years Feb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5 across; or 
equivalent.

$730 $23,747

New Zealand Diploma in Engineering  
(Civil, Mechanical, Electrical)

6 2 years Feb/Jul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5 across; or 
equivalent.

$730 $24,486

Bachelor of Engineering Technology  
(Civil, Mechanical, Electrical)

7 3 years Feb/Jul
6.0 with 6.0 writing, 6.0 speaking, 
5.5 reading, 5.5 listening; or 
equivalent

$730 $23,747

Graduate Diploma in Engineering 
Technology  
(with strands in Mechanical, 
Mechatronics, Power, Water and Water 
Waste, Highway Engineering)

7 1 year Feb/Jul
6.0 with 6.0 writing, 6.0 speaking, 
5.5 reading, 5.5 listening; or 
equivalent

$730 $23,747

English Language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Foundation) 

1 17 weeks Feb/Jul ‡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1 17 weeks Feb/Jul ‡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2 17 weeks Feb/Jul ‡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3 17 weeks Feb/Jul
4.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General) (Offshore)

3 16 weeks Feb/Jul ‡ — $5,5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pplied) (Offshore)

3 16 weeks Feb/Jul ‡ — $5,5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Employment) 

4 17 weeks Feb/Jul
5.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Offshore)

4 16 weeks Feb/Jul ‡ — $5,5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4 17 weeks Feb/Jul
5.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7,4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Offshore)

5 16 weeks Feb/Jul ‡ — $5,508

New Zealand Certificate in English 
Language (Academic)

5 17 weeks Feb/Jul
6.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7,408

English Language Training (General 
English)

-
Min 3 
weeks

Weekly † ‡
$61 per 
month

$436 per week

Summer School English - 3 weeks Dec/Jan ‡
$61 per 
month

$436 per week

Foundation

Te Ara Pūtake (My Academic Pathway) 4 6 months Feb/Jul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0 or equivalent

$487 $9,648

Health and Social Practice

New Zealand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4 1 year Feb/Jul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19,295



Programme Level Duration Intake Academic IELTS Insurance* Tuition Fee**

New Zealand Diploma in Enrolled 
Nursing (Level 5)

5 18 months Feb/Jul
6.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1095 $23,746

Bachelor of Counselling 7 3 years Feb
6.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182

Bachelor of Midwifery 7 4 years Feb

7.0, with no less than 6.5 in 
writing and reading and no 
less than 7.0 in speaking and 
listening; or equivalent

$730 $24,393

Bachelor of Nursing 7 3 years Feb/Jul
6.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182

Bachelor of Social Work 7 4 years Feb
6.5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19,295

Postgraduate Certificate in Health and 
Social Practice

8 6 months Feb/Jul
7.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12,091

Postgraduate Diploma in Health and 
Social Practice

8 1 year Feb/Jul
7.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182

Master of Nursing (Pre-registration) 9 2 years Feb
7.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548

Master of Professional Practice 9 2 years Feb/Jul
7.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730 $24,548

Hospitality and Cookery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4 1 year Feb/Jul
5.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19,736

New Zealand Diploma in Cookery 
(Advanced) (Level 5) with strand in 
Cookery

5 1 year Feb/Jul
5.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18,548

Horticulture, Landscape and Arboriculture

New Zealand Diploma in Landscape 
Practice

5 1 year Feb/Jul
5.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23,746

New Zealand Diploma in Arboriculture 6 1 year Feb
6.0,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746

Information Technology

New Zealand Certificate in Information 
Technology

5 6 months Feb/Jul
5.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487 $11,338

New Zealand Diploma in Information 
Technology Technical Support

5 1 year Feb/Jul
5.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23,747

Bachelor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7 3 years Feb/Jul
6.0,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747

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7 1 year
Feb/Jul/

Nov
6.0,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747

Postgraduate Certificate in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8 6 months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487 $11,874

Post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cs

8 1 year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730 $23,747

Postgraduate Diploma in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8 1 year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730 $23,747



Programme Level Duration Intake Academic IELTS Insurance* Tuition Fee**

Master of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9 18 months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1095 $23,747

Innovation

Postgraduate Certificate in Innovation 8 6 months Feb/Jul
 6.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6.0; or 
equivalent

$487 $9,741

Master of Applied Innovation 9 18 months Feb/Jul
6.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6.0; or 
equivalent

$1095 $19,482

Media Arts

New Zealand Diploma in Journalism 5 1 year Feb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19,861

Bachelor of Communication 7 3 years
Feb/

Enquire 
for Jul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0,734

Bachelor of Contemporary Art 7 3 years
Feb/

Enquire 
for Jul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747

Bachelor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7 3 years
Feb/

Enquire 
for Jul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3,747

Bachelor of Design 7 3 years
Feb/

Enquire 
for Jul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4,150

Graduate Diploma in Communication 7 1 year Feb/Jul
 6.0 with no band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19,295

Bachelor of Media Arts (Honours) 8 1 year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730 $23,747

Master of Arts 9 14 months
Feb/Jul/

Oct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852 $23,747

Science (Applied)

New Zealand Certificate in Applied 
Science  
(Applied Science 3)

3 6 months Feb/Jul
5.0, across all bands, or 
equivalent

$487 $12,257

New Zealand Diploma in Applied 
Science 
(Applied Science 5)

5 1 year Feb/Jul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24,514

New Zealand Diploma in Applied 
Science  
(Applied Science 6)

6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5 across; or 
equivalent

$730 $24,514

Bachelor of Technology  
(Agritechnology, Biotechnology, 
Environmental Technology, Food 
Technology)

7 3 years Feb/Jul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5 across; or 
equivalent

$730 $23,747

Sport Science and Human Performance

New Zealand Certificate in Outdoor 
and Adventure Education (Multi-
skilled) (Level 4)

4 1 year Feb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23,458



Programme Level Duration Intake Academic IELTS Insurance* Tuition Fee**

New Zealand Diploma in Wellness and 
Relaxation Massage

5 1 year Feb
5.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0, or 
equivalent

$730 $19,295

New Zealand Diploma in Remedial 
Massage

6 1 year Feb
6.0 in the academic band,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19,861

Bachelor of Sport and Exercise Science 7 3 years Feb/Jul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4,508

Graduate Diploma in Sport and 
Exercise Science 

7 1 year Feb/Jul
6.0,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of lower than 5.5, or 
equivalent

$730 $24,508

Bachelor of Sport and Exercise Science 
(Honours)

8 1 year Feb
6.5, with no individual band 
score lower than 6.0; or 
equivalent

$730 $24,279

Postgraduate Diploma in Sport and 
Exercise Science

8 1 year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730 $24,918

Master of Science (Human 
Performance Science)

9 18 months Feb/Jul
6.5,with no indivdiual band score 
of lower than 6.0; or equivalent

$1095 $24,279

* Insurance fees are subject to change, and correct as of November 2022.

** Fees Disclaimer: Tuition fees quoted are current for semester 1, 2023 start dates and includes GST, but exclude other costs. New fees will apply for 
Semester 2 2023 start dates. There may be an independent activity fee of up to a $1000 that may apply to certain courses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uition 
fee. These fees are approximate and are based on a full-time workload for one year. The fees may vary depending on the amount of credits you are enrolled 
in. All fees are in New Zealand Dollars. Fees may vary due to changes in law or regulations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Wintec - Te Pukenga. Some 
programmes have additional costs. In some cases,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fees will apply in addition to those listed. Your fees must be 
paid two weeks before the start of your programme, or at the time you enrol if you are enrolling within two weeks of your start date. 

† Intakes for English study are weekly and available for any length (min 3 weeks). However, to gain the NZCEL qualification, students must start in Feb/July 
and attend the full 17 weeks.

‡ You may be asked to attend an interview to establish your English language skill level, and show your likelihood of success. You will also be required to take 
a placement test.



중요 정보
업무규정
학생들이 윈텍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올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는 큰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윈텍은 뉴질랜드 교육부의 2021
년 교육업무규정 (고등 교육 및 유학생 돌봄규정) 을 준수합니다. 뉴질랜드교육부 자격관리청의 웹사이트 
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education-code-of-practice/에서 업무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의료보험공단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은 
모든 뉴질랜드 시민과 임시 방문자에게 상해 및 사고시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학생은 다른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CC 웹 사이트 www.
acc.co.nz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조항
수업료 등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비납입 영수증은 윈텍이 비용 전액을 지불 받은 
후에만 발행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연간 총 
생활비는 $ 15,000 NZD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교과서, 
문구류, 유니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와 같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코스마다 다르므로 입학신청시 문의하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 75-$ 110정도며, 일부 
코스에는 엑티비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석
학생은 수업에 100 %에 참석해야 합니다. 수업에 결석 한 경우, 
결석 사유를 설명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수업에 복귀하자마자 교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은 비자 갱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 접수 및 처리 
학생은 다음 링크에 접속하여 내부적인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https://wintecprodpublicwebsite.blob.
core.windows.net/sitefinity-storage/docs/default-
source/student-life-documents/policies-and-forms-
documents/forms/formal-complaint-form.pdf. 만약 불만 
사항이 윈텍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뉴질랜드교육부 
자격관리청 (NZQA)에 불만을 제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www.nzqa.govt.nz/assets/
Providers-and-partners/Code-of-Practice.

환불 정책
학생이 입학허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거나, 윈텍에 학비를 
납부하게 되면, 신청한 학업 기간 동안 만큼 윈텍과의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학생은 1 년 또는 1 년 미만인 경우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 
정책은 웹 사이트 (www.wintec.ac.nz/international/
studentsupport/forms-polici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우리 대학은 이 안내문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윈텍은 여기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인 
검토하고 있으며, 윈텍은 강좌 개설 및 기타 내용을 변경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텍은 이 안내문에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졌을 때 만 코스가 제공됩니다. 웹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ER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NZQA는 정기적인 외부평가 및 검토 시스템 (EER)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표준을 평가하고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EER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관리, 예산집행, 
학사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Wintec의  
EER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nzqa.govt.nz/
qualifications-standards/

헬스 서비스를 받을 자격여부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학업 중에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www.moh.govt.nz에서 볼 수 있습니다.

IELTS 규정
IELTS에 대한 정보는 입학에 필요한 영어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IELTS 성적은 지원시점 기준으로 2 년 이내만 유효하며, 시험 
결과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민정보
이민 요건, 유학 중 뉴질랜드 취업에 대한 조항, 신변정보 변경 
고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 웹 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여행 보험
유학생(그룹 방문단 포함)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적절한 최신 
의료 및 여행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정보
우리 윈텍대학은 학생의 부모 또는 가족들을 등록과 동시에 
윈텍의 확장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을 우리 대학 웹사이트에 
마련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wintec.ac.nz/international/studentsupport/
under-18s-parent-information 입니다.

학비 면책 조항
모든 학비는 2022 학년도에만 적용되며, 학생 서비스 비용, 건강 
및 상담 부담금 그리고 GST는 포함되어 있지만 기타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별 활동비로 최대 $1000의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1년 동안의 풀타임 
학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비는 등록한 과목의 수업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윈텍이 통제할 수 없는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NZQA(뉴질랜드 자격 관리청) 
수수료가 목록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학비는 학기 시작 2주 전에 
지불해야 하며, 시작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당시에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학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 $105가 적용됩니다.



 0800 2 Wintec (0800 294 6832)

 Internationalenquiry@wintec.ac.nz

 wintec.ac.nz/international

 facebook.com/wintec

 instagram.com/wintecnz

 nz.linkedin.com/school/waikato-institute-of-technology

International Centre
윈텍대학교 국제 교류원
시티캠퍼스, B Block, Tristram Street, Hamilton

City 캠퍼스
A Block, Gate 3, Tristram Street, Hamilton

Rotokauri 캠퍼스
Student Hub, 51 Akoranga Road, Hamilton

Hamilton Gardens 캠퍼스
Gate 2, Cobham Drive, Hamil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