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ckland Grammar School sets high standards, has great teachers and a lot of School pride and 

motivation in striving for success.    

오클랜드 그래마 스쿨은 학생들에게 높은 목표를 세우게 하고 우수한 선생님들과 학교 자부심 

및 동기부여로 학생들의 성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Student Story:   Donggue Lee from Seoul, South Korea      유학생스토리: 이동규, 한국 서울 

 

Donggue Lee started studying at Auckland Grammar 

in 2011 on hearing it was the best school in New 

Zealand, and he now personally believes this is 

correct.  

Donggue has achieved great academic success at 

Grammar, which culminated in him receiving an 

Outstanding Cambridge Learner Award for Top in the 

World 1st = in Mathematics for hi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 at AS Level in 2013.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is very proud of 

Donggue as not only does he focus on his own 

academic progress, but he exemplifies the spirit of the 

‘Grammar Way’ of humility, pride and commitment by 

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chool through 

organising a senior student tutoring group for 

international students.  

Outside of the classroom, Donggue is guiding a Year 8 

prospective student for AGS, and is involved in 

volunteer work for the World Vision charity 

organisation.  He keeps active as a player in the 

Grammar soccer club. 

He has made some good New Zealand friends and 

quickly advanced his English language skills by 

ensuring he speaks English in his daily life. 

Donggue’s advice to you:  Make sure you decide 

what your priorities are in academics and/or sport. 

Then you can fully focus on what is necessary for your 

own personal achievement. 

 

Donggue was selected as a 2015 School Prefect – 

a student leadership role.  

 

 

 



동규는 2011 년 뉴질랜드 최고의 학교라는 명성을 

듣고 오클랜드 그래마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며, 그때 학교 선택을 잘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규는 2013 년 Cambridge International Exam 의 

AS Level 에서 수학성적 세계 공동 1 위를 

수상하는 등 오클랜드 그래마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인터내셔널 부서는 동규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같은반 6A 현지 친구들과 유학생들을 위한 

무료 과외 그룹 결성을 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겸손, 자긍심, 책임감 등의 전통적인 

'그래마 웨이'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학업외에도 동규는 AGS 의 Year 8 으로 들어올 

학생들을 가이드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는 학교 축구 

클럽의 선수로도 활약 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질랜드 친구들을 사귀면서 평상시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면서 영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동규의 조언: 학업이든 스포츠든 자신이 무엇을 할 

것 인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면 학생 자신만의 

개별적인 목표달성에 필요한 것들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