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안내서 (국제학생용)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Wentworth College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Gulf 

Harbour 에 위치한 뉴질랜드 

최고의 사립 학교 중 

하나입니다.   

Wentworth 초등학교에서는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Wentworth College 에서는 

7 학년부터 13 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합니다.  Wentworth 

College 는 전통적 사교육의 진수를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엄격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익히게 됩니다.   

Wentworth 는 그 동안 전 세계에서 출신의 유학생들을 

유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독일, 

핀란드, 중국, 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는 이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그리고 -- 우리의 탁월한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Speakers of Speakers) 프로그램 덕분에 -- 언어 기술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둔 학업 성취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제 학생들은 캠브리지 국제 

(Cambridge International) 커리큘럼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수준의 학문적 자질을 성취해냅니다.  

작년의 경우,국내 출신의 졸업생 전원이 대학 진학에 

성공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전국 평균은 49.3 %입니다.  

우리는 또한 12 학년에 대학 진학을 앞당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 66%의 학생들이 

이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국제 학생들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아시아 및 호주의 대학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방과 후에 과외 교습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는 방과후 과외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이에 대응했습니다.   과외 수업은 정규 수업을 보충하며 

전문 교사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는 핵심적인 캠브리지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 IELTS 준비 및 ACT 

준비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IELTS 와 ACT 는 국제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종종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중등학교와 비교할 때, Wentworth 

College 는 소수 인원의 학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점입니다. 우리의 국제 학생들은 이 점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최고 수준의 사목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전체 교사 및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Wentworth 에 

머무는 동안 학생들은 국제학생 전담팀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Wentworth College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ruce Tong 
교장 

 

 

  

Wentworth 에 잘 오셨습니다.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학교의 시스템 

내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Wentworth College 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 출신의 

유학생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우리 학교에 훌륭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져다줍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Wentworth 에서 학생들은 

• 영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 국제 교육을 받습니다. 

• 전 세계의 어떠한 명문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스포츠 및 문화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목 돌봄 

국제 학생들은 입학을 지원하는 전 과정 및 Wentworth 

College 에 머무는 동안 국제학생 전담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국제학생 전담팀은 학생들이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뉴질랜드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4 시간 긴급 전화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학생 전담팀은 24 시간 긴급 전화를 휴대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활 지도 및 진로 상담 

우리 학생들은 뉴질랜드, 호주, 아시아, 영국,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습니다.  선택과 기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학생들이 미래에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업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해 학생 본인, 

학부모, 또는 교육 대리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위해 국제 

전담 학장이 배정됩니다.  

 

ACT 시험 센터 

Wentworth 는 ACT 시험 센터이기도 합니다.  ACT 시험은 

미국의 많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튜터링 아카데미 

Wentworth 방과후 튜터링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개별 

과목에 대한 전문 튜터를 제공합니다. 이는 핵심적인 

캠브리지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 IELTS 

준비 및 ACT 준비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국제 프로그램 

Wentworth 국제학생 지원 패키지 

국제 학생들은 입학을 지원하는 전 과정 및 Wentworth 

College 에 머무는 동안 국제학생 전담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Wentworth 의 국제학생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등록 및 지원 절차 지원 

• 교장과의 인터뷰 

• 필요한 경우에 비자 신청 지원 

•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모국어 지원 

• 공항 교통편 

• 국제학생 보험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가용함 

• 홈스테이 숙소:  사랑과 정이 넘치는 뉴질랜드 가정들 

• 학생들의 원만한 환경 적응을 도와주는 총체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24 시간 교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헬프라인 

• 영어 관련 지원 및 평가, ESOL 수업 및 방과 후 IELTS 

준비 수업 

• 우수한 학업 성과 및 대입 준비에 전념  

•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목 돌봄 및 세심한 

국제학생 전담팀의 정서적, 실제적 지원 

•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심한 교사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학급 

• 따뜻하게 맞아주고 도움을 주는 또래 친구들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개인적 친구 

• 본연의 교과활동 안에 완전히 통합됨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음) 

• 모든 학교 스포츠, 예술, 음악 및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뉴질랜드 내에서 조직적으로 준비된 여행활동 
국제학생 전담팀 



  

 

 

 

 

 

 

 

 

 

 

 

  

 

뉴질랜드는 생활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5 백만이 조금 넘는 우리 사회는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전 세계의 대학과 기업체들이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의 놀라운 자연환경, 문화, 생활방식에 이끌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해변으로 가서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덤불' 속을 

걸으며, 뒤뜰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를 즐깁니다. 야외 레저 및 모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뉴질랜드 생활 

오클랜드 
• 

오클랜드의 Gulf Harbour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40 분 거리에 위치한 

Wentworth College 는 멋진 Whangaparaoa 반도에 

있습니다.  황금빛 해변 해안선을 이루는 풍요로운 

지역에서, 학생들은 뉴질랜드가 제공하는 야외 

생활과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클랜드의 활기찬 풍경의 일부가 될 만큼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도시의 소음으로 방해받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습니다.  매우 안전한 환경입니다. 

      

    

   

 

겨울은 온화하고 눈이 내리지 않으며, 8 도 

이하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5 월에서 9 월 

사이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볼 만한 많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해변,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Shakespear Regional Park 도 지척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코스, 정박지, 레저 센터, 

체육관과 수영장, 서핑 클럽, 세일링 클럽 및 

테니스 클럽이 모두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도심으로 연결되는 훌륭한 버스 교통체계와 

페리 서비스뿐 아니라,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 

영화관, 볼링장, 쇼핑센터도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Wentworth College 에는 유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뉴질랜드 (키위) 가정생활을 제공하는 훌륭한 

홈스테이 가족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홈스테이 옵션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있는 가정을 배정해 드립니다.  우리는 배정할 가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범죄이력도 철저히 확인합니다.  우리의 국제담당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 

및 호스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유학생을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가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여러 해 동안 

유학생들을 맞이해 왔으며, 학생들이 여기를 떠나 

성장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룬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에서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애완동물이 

있는 가족, 야외활동에 적극적인 가족,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골프나 요트와 같은 특정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가족의 

경우, 학생 역시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는 항상 

호스트 가족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국제 학생들은 신속히 그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전용 침실을 사용하게 되고, 전용 욕실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할 책상과 옷을 정리할 

옷장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그러해왔듯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함께 

식사하고,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외출하는 것, 등 가족 

생활의 모든 면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홈스테이 부모들은 종종 처음 

몇 주 동안은 슈퍼마켓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숙소 선택 

법령에 따라, 10 세 미만의 국제학생은 뉴질랜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10 세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1: Wentworth College 를 통해 뉴질랜드 홈스테이 

가족을 섭외하여 그 가정에서 거주하기 

선택 2 : 학부모와 함께 거주하기  

선택 3 : 가족 (가족 구성원 또는 가까운 친구)이 지정한 지정 

돌보미 (DCG)와 함께 거주하기   

 

“이곳에서의 유학생활을 보다 편하게 해주는 한 가지 요소는 

저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홈스테이 가족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생활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겁니다.” Iida, 핀란드 

 

“저는 홈스테이 부모님과의 생활에 늘 만족했습니다. 

홈스테이 부모님들은 마치 친부모님처럼 저의 공부와 

골프에 도움을 주셨고, 홈스테이 어머니가 저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음식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Davis, 대한민국 

 



커리큘럼 

2009 년부터 Wentworth College 는 캠브리지 평가 국제 교육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xamination)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과목들이 

다루어지며, 뉴질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수 

계획 프로그램입니다.   

캠브리지는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 학위 제공 

기관입니다.  매년 1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캠브리지 시험에 응시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 

학생들은 캠브리지 학위가 국제적으로 정평이 있으며, 국내외의 

대학과 기업체들도 인정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학위는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으며, 평생 동안 교육 및 취업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대학과 기업체들이 인정하는 자격 

전 세계적으로 1,400 개 이상의 대학들이 캠브리지 학위를 

인정합니다. 모든 영국 대학, 미국의 600 개 대학 (모든 아이비 

리그 대학 포함), 그리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독일 및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많은 주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대학과 기업체들이 우리의 학위를 학업적 성취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우리 커리큘럼의 조건과 평가의 엄격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7 ~ 9 학년 

학생들은 영어, 수학 및 과학을 포함한 10 개 과목에서 기능과 

이해력을 발전시킵니다. 경과 테스트는 교사가 발전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 9 학년 과목: 

수학 음악 

영어 체육 

영문학 디자인 기술 
ESOL  식품 기술 

생물학, 화학 및 물리학 스페인어, 중국어, 또는 

프랑스어 

글로벌 시각 미술 

 

10 & 11 학년 – Cambridge IGCSE 

학생들은 11 학년 말에 치르는 캠브리지 IGCSE 시험을 준비하는 

데 2 년이 걸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1 학년 등록에 맞추어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수강 과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7 개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10 & 11 학년 – 캠브리지 IGCSE 과목 

필수과목 선택 (3 개 또는 4 개 선택) 

IGCSE 영어 IGCSE 예술 및 디자인 

IGCSE 영문학 IGCSE 경영학 

IGCSE 수학  

(* 기초 또는 고급) 

IGCSE 컴퓨터 과학 

IGCSE 디자인 기술 

IGCSE 과학 연계과목  

(* 생물학, 화학 및  

물리학) 

IGCSE 경제학 

IGCSE ESOL 

IGCSE 프랑스어 

개인 보건 및  

웰빙 (PEH)은 

모든 10 학년 및 11 학년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지만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 

IGCSE 지리 

IGCSE 역사 

IGCSE 음악 

IGCSE 체육 

IGCSE 스페인어 

 

 

 

 
  

세계적 수준의 캠브리지 교육 (Cambridge Education) 

12 & 13 학년 - Cambridge International A 및 AS 레벨 

국제 'A' 레벨은 전 세계 대학 입학을 위한 가장 인정받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과목에서 A 레벨을 얻으려면 해당 과목에서 AS 와 A2 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AS 레벨 = Advanced Subsidiary ( 'A'레벨의 절반이며 일반적으로 'A'레벨 과정 중간에 이수됨) 

 A2 레벨 = 고급 ( 'A'레벨의 나머지 절반) 

12 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AS 과목들을 수강합니다.  학생들은 12 학년과 13 학년에 걸쳐 AS 과목을 수강하거나, 또는 

13 학년에 AS 와 A2 레벨 과목의 조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A 레벨 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AS 패스로도 충분합니다. 

12 학년 과목 13 학년 과목 

12 학년  

필수과목 

12 학년  

선택 (AS 과목 3 개 선택) 

13 학년  

최대 4 개의 AS 및 / 또는 A2 과목의 조합을 

선택합니다.   

AS 영문학     AS 미술 & 디자인 - 미술  A2 미술 & 디자인 - 미술  

또는 AS 미술 & 디자인 – 사진 A2 미술 & 디자인 – 사진 

AS 영어영문학                         AS 미술 & 디자인 –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A2 미술 & 디자인 –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또는 AS 생물학 A2 생물학 

NCEA 레벨 2 영어 AS 경영학 A2 화학 

 
12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는 

필수과목입니다.  (이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요구 사항입니다.) 

AS 중국어 (테스트를 거쳐 수강 가능) A2 중국어 ( 테스트를 거쳐 수강 가능) 

AS 화학 A2 컴퓨터 과학 

AS 컴퓨터 과학 A2 디자인 & 기술 

AS 디자인 & 기술 A2 경제학 

AS 경제학 A2 영문학 

AS 지리학 A2 지리학 

AS 역사 A2 해양 과학 

AS 해양학 A2 수학 

AS 수학 A2 음악 

AS 음악 A2 체육 

AS 체육 A2 물리학 
 AS 물리학  

 AS 여행 & 관광  

 

 

 

 

 

 

"Wentworth College 와 캠브리지 커리큘럼 덕분에 독립적 

학습 및 시험에 내가 얼마나 잘 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TANIA BARNES, 전 국제 학생, 미국 

                    현재 과학 학사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내 해양 과학 연구소 

                                     Wentworth 졸업생 (2018)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영어 

ESOL (비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정규 영어 수업 외에 하루에 한두 

번의 ESOL 수업에 참석하며, 나머지 시간 동안 등록한 정규 

과목들을 수강합니다.  그들의 영어가 향상됨에 따라 ESOL 

수업은 하루 1 회로 줄어들고, ESOL 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캠브리지 ESOL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는 유럽 공통 

언어 기준 프레임워크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와 일치합니다.  

 

입학에 필요한 영어 요건 

11 학년 이상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캠브리지 

시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한 캠브리지 B1 

레벨의 영어 수준을 성취해야 합니다.  입학에 필요한 영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최대 12 주 동안 영어 

집중 과정을 수강한 후에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IELTS 준비 

우리는 영어가 제 2 언어인 모든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IELTS 준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는 12 학년 및 13 학년 

ESOL 학생들에게는 필수이며, 추가로 영어 도움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선택 사항입니다.   

 고급 영어 능력 

 기타 과목들에 있어서 이해도 향상  

 성공적인 대학 진학 

 IELTS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어휘력 향상 

 평가를 위해 매일 어휘 테스트 실시 

 편안한 환경에서 즐기는 다양한 놀이 활동 

 

 
 

 
 

 

 

IELTS 란 무엇입니까? 

IELTS 과정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은 

그 동안 유학, 취업 및 이민 목적의 영어 시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IELTS 는 많은 국가의 대학과 기업체, 

전문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전 세계 9000 개 

이상의 조직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이민을 위한 영어 시험과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로의 이민에도 사용됩니다.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년 3 백만 이상의 IELTS 시험이 치러집니다. 

 

  

 
 

 

 
  

영어 학습 

"캠캠캠캠 캠캠 캠캠 캠캠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xamination)캠 캠캠 캠캠캠 캠캠 

캠캠캠 캠캠캠캠, 캠캠캠 캠캠 캠캠 캠캠캠캠 캠캠캠캠캠 

캠캠캠캠." 

Bruce Tong 

교장 

1 ~ 10 학년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은 영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의 효과적인 ESOL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Jiayi (Kelly) Chen, 중국 

Wentworth 2017 Dux 

Kelly 는 최상위권의 학생입니다. 그녀는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Wentworth College 에서 스포츠는 중요한 인성적 자질들을 

개발하고 평생 건강을 위한 관심을 키우는 수단으로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스포츠는 학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 

바,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 교내 스포츠 

• 학교 대항 스포츠  

• 클럽 스포츠 활동 

• 육상의 날 

• 수영 대회 

• 크로스 컨트리  

• 수상 스포츠의 날 

우리 학교에는 대형 체육관, 댄스 스튜디오 및 웨이트 룸을 

갖춘 훌륭한 스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천후 훈련을 

위한 4 개의 대형 테니스 코트 크기의 다목적 인조잔디 

경기장이 있습니다. 

소수 인원의 학교에 있어서, 스포츠 팀은 엘리트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장되며 약 65%의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 

교내 스포츠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Wentworth College 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육상 배드민턴 농구 

크로스 컨트리 댄스 골프 

하키 넷볼 필라테스 

권총 사격 조정 럭비 

요트 축구 수영 

배구 수구 웨이트 

트레이닝 

 

골프  

Wentworth College 는 뛰어난 골프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Wentworth 

College 에 풀타임으로 등록된, 핸디캡 10 미만의 학생은 

Wentworth 골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뉴질랜드 최고의 골프 클럽 중 하나로 명성 

높은 Gulf Harbour 컨트리 클럽에 인접해 있어서, 학업과 

골프 경력의 열망을 결합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요트 

Wentworth 는 신입생들이 요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또는 국제 무대에서 뛰고 싶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Sir Russell 

Coutts Sailing Academy 의 최고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 Manly 

Sailing Club 에서 요트를 띄웁니다.  우리 학교의 강력한 

요트팀은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정 

우리 조정 선수들은 몇 달 동안 수중에서 그리고 물 밖에서 

훈련합니다 – 시즌의 성수기에는 일주일에 최대 8 번 

훈련합니다.  그 동안 Wentworth 는 뉴질랜드의 모든 주요 

대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Wentworth 에서의 스포츠 활동 

"65%의 학생들이 교내 

스포츠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캠프 학교 

Wentworth College 는 캠프 학교가 개인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기회이자 학교생활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믿습니다.  캠프의 초점은 공통된 경험을 통해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의 체력적 부담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4 ~ 6 학년 캠프 

우리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Shakespear 

Regional Park 부근의 YMCA 에서 캠프를 즐깁니다.  

학생들은 코스티어링, 카약, 트레킹, 양궁, 캠프 파이어 및 

등반과 같은 활동을 즐깁니다. 

7 & 8 학년 캠프 

Mangawhai Heads 에서의 7 학년 캠프와 Lake 

Karapiro 에서의 8 학년 캠프는 중학과정에 있어서 늘 

기억할 만한 행사이며, 뗏목 만들기, 패들 보딩, 팀 빌딩 

게임, 심지어 지역 벨로드롬에서의 사이클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9 학년 캠프 

9 학년 학생들은 Tongariro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나, 

유명한 Tongariro crossing 에서 하이킹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보는 한 주를 보냅니다. 

10 학년 캠프 

10 학년은 통상 Great Barrier 섬으로 야외 교육을 받으러 

떠납니다. 그곳에서 코스티어링, 폭포 점핑, 크리 킹, 

줄사다리 타기, 암벽 등반과 같은 기억에 남을 만한 신체적 

도전을 경험합니다.  섬에서의 마지막 날 밤, 학생들은 

경관이 멋진 지역에서 야간 탐험을 합니다. 

에딘버러 힐러리 공작 상 

매년 상당수의 학생들이 동상, 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든버러 힐러리 공작 금상을 수상합니다. 여기에는 

트램핑, 캠프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고려됩니다. 

수업 여행 

과목별 수업 여행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 주제를 

시각화하고 경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자원을 풍요롭게 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수업 여행을 

통해 돌고래를 관찰하기도 하고, Wellington, Bay of Islands, 

Tongiraro, 등으로 여행을 하거나, 마라에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야외 교육 

“야외 교육을 통해 국제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었을 뉴질랜드의 

일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Wentworth College 에서는 국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음악 밴드, 합창단, 오케스트라, 무용 및 

드라마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활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미술 전시회 드라마 

초급 밴드 악기  

합창단 오케스트라 

댄스 대중 연설 

토론 연극 

디자인 시각 예술 

 

음악  

Wentworth College 에는 음악 및 창작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앙상블이 공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주간 어셈블리, 음악 축제 및 콘서트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의 공연도 포함됩니다. College Hall 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동료들 앞에서 

공연하도록 권장됩니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합창단, 실내악 그룹, 학급 밴드, 

재즈 밴드, 록 밴드 및 보컬 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악기 및 노래 수업이 가능하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기,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기타, 보컬, 레코더 및 피아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Wentworth College 는 매년 드라마 제작을 개최하며 국제 

학생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청중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댄스  

Wentworth College 에는 댄스 스튜디오가 있으며 학생들은 

발레와 현대 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창작 예술 

"음악과 예술은 서로 다른 

언어들을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학생들에게 이 멋진 기회를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하우스 시스템 

Wentworth College 에서는 전통적인 '하우스' 체재로 

생활하며, 하우스들 간에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Wentworth 의 모든 학생들은 McDonald, Findlay, 

Fleming 이라는 3 개의 하우스 중 하나에 배정됩니다. 이 

명칭들은 대학 창립자들의 이름입니다. 하우스 간에 

수영이나 육상 시합이 있을 때, 학생들과 그의 하우스 

가족들은 자신이 속한 하우스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연중 내내 배구 경기에서 독서 대회, 혹은 스펠링 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및 학술 대회를 통해 하우스 

포인트가 수여됩니다. 연말에 우승한 House 는 모두가 

탐내는 College House 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우스 튜터 그룹 – 7 ~ 13 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며, 매일 교사와 만나 학교 정보 및 공지 사항을 

공유합니다. Tutor 그룹에는 다양한 학년들이 섞여 있어서, 

고학년 학생들이 더 어린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우스 모금 – 매 학기마다 세 하우스 중 하나가 지역 내에서 

가치 있는 자선 대상을 선정합니다. 종종 초청 연사가 

지원하는 어셈블리에서 자선의 목적이 설명되고 모금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릅니다. 

 

학생 리더십 

Wentworth College 는 리더십 및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임 리더들은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후배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며, 

안전감, 도움 및 일체감을 제공하고, 역할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항상 최상의 규범을 지향합니다. 

국제학생 담당 프리펙트 (International Prefect)는 신입 

국제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그들을 위한 사교 행사들을 

마련합니다. 

 

 

 

 

 

 

 

 

 

 

 

유학생, Moyan (Robert) Tang, 중국 

Wentworth 2020 학생부회장 겸 국제학생 프리펙트 

Robert 는 우리 학교에서 최상위 학생 중 한 명이며, 

현재 2021 학년도 입학을 위해 Ivy League 대학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Robert 는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싶어합니다. 

 

가치와 규범 

Wentworth 는 학생 개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요구합니다.  매너, 헌신, 관용, 자존감, 타인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요구하는 주요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elcoming 

(환영) 
누구나 항상 따뜻하게 맞이할 것 

Excellence 

(우수함)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도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것 

Neatness 

(단정함) 

외모와 유니폼, 학업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에서 단정할 것 

Teamwork 

(협동)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 

Work Ethic 

(학업 윤리) 
절제와 근면함을 보여줄 것 

Organisation 

(관리) 
시간 및 자원 관리 

Respect 

(존중) 
자신, 타인,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존중 

Tolerance 

(관용) 

의견, 배경, 신념 및 능력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할 것 

Honesty 

(정직) 
자신과 Wentworth 의 가치에 충실할 것  

 

 

 

 

 

 

적극 참여하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할 일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교내에서 여러 클럽이 운영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클럽들이 포함됩니다. 

수학 클럽 컴퓨터 클럽 

영어 클럽 컴퓨터 과학 클럽  

사상가 클럽 체스 클럽 

토론 클럽 ESOL 서포트 클럽 

주니어 결투 클럽 사진 클럽 

불어 클럽 과학 클럽 

미술 클럽 음악 이론 도움 클럽  

로봇 공학 클럽  

 

점심 시간에 더 활동적이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형 체육관이 게임과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학생들은 코트에서 핸드볼, 네트볼 및 

농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Wentworth 의 일상 생활  



 

 

Mrs Vaudrey ● 국제학생 담당 디렉터 

학생의 입학 신청 및 등록 절차를 감독하고, 뉴질랜드에서 학생의 전체 체류 생활을 

책임집니다.  학생의 개인적 문제, 비자 문의, 홈스테이 문제, 재정 지원, 대리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또는 기타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rs Graver ● 홈스테이 코디네이터 

홈스테이를 마련하고, 홈스테이 가족과의 문제, 개인적 문제, 은행 업무, 진료 예약을 

지원하며, 공항 교통편 및 픽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Mrs Jordan ● 국제학생 담당 학장 겸 ESOL 영어 교사  

학생을 담당하는 학장으로서, Mrs Jordan은 학업 진도를 감독하고,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학생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ESOL 및 영어 교사로서, 학생의 학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모든 언어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   

 

Mrs Kong ● 중국 학생 연락관 / 중국어 교사 

Mrs Kong은 Wentworth 초등학교와 Wentworth College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며, 

국제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국어 학생들에게 통역 및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Wentworth College 에 입학하는 과정의 

모든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학 계획 세우기 

Wentworth 에 관하여 친구로부터 들었든, 교육 대리인의 

소개를 받았든,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든,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이미 뉴질랜드에 계시다면 저희 학교를 방문하십시오.  

해외에 계시다면, 국제학생 디렉터(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에게 연락하시고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입학 신청 

Wentworth 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지원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 양식과 더불어, 여권 사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전 학교 성적표와 영어시험 관련 

인증서를 국제학생 디렉터에게 보내주십시오.   

인터뷰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대면으로, 

전화상으로, 혹은 WhatsApp, WeChat, Zoom, Skype 를 

이용한 화상 통화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학생의 가족을 만나고, 학생에 대해, 특히 학생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열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학생의 모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통역을 위해 학생의 교육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입학 등록 

입학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시 입학 허가증(Provisional 

Offer of Place)과 수업료 및 홈스테이 비용 (필요한 경우)에 

대한 송장을 보내드립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식 입학 허가증 (Offer of Place)과 

등록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비자 

신청에 필요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가정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우리는 입학 

지원서와 인터뷰에서 학생이 명시한 선호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최적의 홈스테이 가정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홈스테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족들과 메시지도 교환하고 그들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뉴질랜드 이민 학생 비자 신청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학생에게 요구되는 비자는 

Foreign Fee Paying Student Visa 입니다.  학생의 대리인이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또한 Wentworth 

College 에서 비자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을 

돌보면서 함께 뉴질랜드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가디언십 비자 (Guardianship Visa)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이 비자는 학생이 받게 되는 비자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뉴질랜드 도착 

항공편 세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저희 국제학생 

입학팀으로 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공항에서 

학생을 픽업하여 새로운 홈스테이 가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홈스테이 가정에 적응하는 

동안, 우리도 잠시 함께 머물면서 학생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오는 

경우, 별도의 숙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도착한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학교 첫날 

국제학생 지원팀에서 학생의 교복 정리 및 시간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첫날에는 입학식 및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학생이 

교내에서 제대로 동선을 익힐 때까지 각 수업으로의 

이동을 도와줄 동료 학생을 소개해 줍니다.  또한 첫날, 

우리는 영어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이는 학생이 체류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영어 지원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학생 전담 지원실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Office)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학교 일과 시간 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24 시간 긴급 헬프라인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학생이 

홈스테이 생활과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정서적 지원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에 

하루빨리 정착하여,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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