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장학금  

프로그램 



 

 

 

 

 

 

Wentworth College 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Wentworth College 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걸프하버에 위치한 

뉴질랜드 최고의 사립 학교 중 한 곳입니다.  당교는 골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Wentworth 

College 는 뉴질랜드 내 최고의 골프클럽 중 한 곳이자 명성이 자자한 걸프하버 

컨트리클럽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학업을 

병행하며 프로 골퍼로서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골프 

코스는 강의실에서 5 분 도보 거리에 있으며, 학생들은 치핑용 그린, 피칭용 그린, 

드라이빙 레인지, 그리고 18 홀 코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ntworth 에는 탁월함과 성취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당교는 핵심 가치와 핵심 

원칙에 역점을 두고 최고 수준의 전통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진보적인 미래 

지향적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교의 교사들은 역량과 열정을 두루 갖춰 학생들이 향후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교에서는 교사 한 명당 낮은 학생 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 학생의 배움을 

극대화하고 학생과 선생이 긍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당교의 과거 졸업생들은 골프 장학금을 받고 다양한 미국 대학으로 진학했으며, 현재 PGA 프로 선수로 활약하면서 

골프계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골프 훈련과 정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당교의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주십시오. 

 

Bruce Tong 

교육행정 교육학 석사 / 교육학 학사 / 교육학 수료 

Wentworth College 교장 

 

 

 
 

 

  

걸프하버의 Wentworth College 

2003 년에 설립된 Wentworth 

College 는 초등학교부터 

13 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오클랜드 최고의 남녀공학 

사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당교는 작년에 “국내 학생 전원 대학 

입학”이라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골프 장학금 소개 

당당당 당당당당 10* 당당당 당당당당당 당당 당당당당 당당당당 당당당당.  
당당당당 당당당 당당당당당.  
 
• 걸프하버 컨트리클럽 무제한 이용 회원권 

• 마음껏 이용 가능한 치핑용 그린, 피칭용 그린, 드라이빙 

레인지, 18 홀 코스 

• 연간 40 주 기준 주당 1 시간 코칭 (추가 레슨 시 할인 적용)  

•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매일 골프공 무제한 제공  

• Wentworth College / GHCC 골프 의류 (골프코스에서 항상 

착용) 

• 골프클럽 내 안전한 장비 보관 공간 

• 골프샵 내 모든 공과 의류 10% 할인  

• 골프채 20% 할인 

• 골프 코칭은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은 다음을 포함한 

기술적 조언과 코스 관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너먼트 라운드 및 기술 테스트를 기록하는 연습 

일지 

− 토너먼트 준비 훈련 

− 골프 피트니스 

− 숏게임 기술 테스트 

− 플라이트스코프를 활용한 클럽 피팅 

− 플라이트스코프를 통해 사용하는 각 클럽에 대한 

비거리 정보를 선수에게 제공 

 

 

 

  

Wentworth College 는 골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으로 Wentworth College 에 다니면서 핸디캡이 10* 미만인 

1~13 학년 학생은 Wentworth 골프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연한 교육 과정 

Wentworth 는 골프 학생들이 자신의 정규 학업과 전문적인 

골프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골프 레슨을 사유로 수업에 

불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교의 많은 골프 학생들은 

오전에 Wentworth College 에서 공부한 뒤 5·6 교시에는 

수업에 참석하는 대신 전문 골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토너먼트 대회를 사유로 수업에 

불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학교 골프팀 

Wentworth College 는 자체 골프팀이 있으며, 학생 여러분의 

참여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당교의 팀은 각종 

학교대항전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각 학생 개인은 걸프하버 

컨트리클럽을 통해 별도의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보고 절차 

각 선수는 세션 정보 및 자신에게 할당된 과업, 그리고 선수 

자신에 대한 코치의 개발 영역 및 선수 자신의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월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Iida 는 인터넷으로 골프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 후 유학생으로 Wentworth 에 

입학한 사례입니다.  핀란드 국가대표 

경험이 있던 그녀는 당교에 입학할 때 이미 

핸디캡 3 였습니다.  우등생으로서 돋보이던 

그녀는 학업과 골프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유학생 대표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귀국하여 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월하게 Wentworth 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많은 

골퍼들의 꿈인 그 골프코스에서 살고 

있답니다.”   Iida Rissanen (핀란드) 

 

Wentworth College 에서 4 년 동안 

수학했던 Davis 는 학교 골프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수학, 경영학, 

경제학에서 괄목할만한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이후 한국의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Wentworth 는 골프 장학금을 통해 프로 

골퍼가 되겠다는 저의 목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오클랜드의 다양한 

골프코스를 직접 뛰어보고 학교 골프팀의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얻은 좋은 추억들이 

많네요.”   Davis Oh (대한민국) 

 

Apple 학생은 Wentworth College 에서 

10 학년과 11 학년을 보내면서 골프 

교습과 캠브리지 국제 시험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학생은 영어, 학업, 골프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골프 장학금을 받고 현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Wentworth 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걸프하버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쳐봤는데 코스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죠.” Apple Ngamwong (태국)  

 



 
 
 
 
 
 
 
 
 
 
 
 
 
걸프하버 컨트리클럽  
 
걸프하버 컨트리클럽은 빼어난 챔피언십 코스를 갖춘 뉴질랜드 최고의 

골프클럽 중 하나로 명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걸프하버 

컨트리클럽은 뉴질랜드 오픈을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일 

장관을 이루는 절벽 위 코스에서 골프를 치면서 스릴을 만끽합니다. 이 절벽 

위 코스는 오클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할 발군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PGA 프로팀으로부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향상해주는 차별화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의욕만 있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 못지않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경쟁과 

사교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전체 골프 프로그램을 즐기고 클럽 주관 

대회에서 동료와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럽을 대표해 페넌트레이스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클럽에는 

체육관, 수영장, 사우나, 스파, 테니스 코트, 스쿼시 코트 등과 같은 훌륭한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코치진 
 

 
WENTWORTH COLLEGE & PRIMARY 

주소: 65 Gulf Harbour Drive, Gulf Harbour, Whangaparaoa 

전화: 09 424 3273 

 이메일: enquiries@wentworth.school.nz 

www.wentworth.school.nz 

 

Frazer BOND 
골골 디렉터  
(골골 골골: 2016골   ) 
 
 

Dongwoo KANG (골골골  ) 
골골골골  
(골골 골골: 2007골   ) 
 

Jenna Gainford 
골골골골  
(골골 골골: 2018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