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와이타케레 칼리지에서 시작됩니다.

와이타케레 칼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오랫동안 여러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 온 역사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꼼꼼히 홈스테이 가족을 선정하고
최상의 수준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며 학업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녕을 보장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얻도록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은 “와이타케레 칼리지는 수준
높은 유학생 교육과 학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과 발전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있고, 과목 선택이
세심하고 학생 개인에게 적절하게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공동체, 문화 체험에 잘 융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생 학습자

와이타케레 칼리지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고 성공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전교생
약 1,300명의 남녀공학으로,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도시 오클랜드 서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우리 학교는 기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여서 오클랜드 시로
접근이 쉽고, 훌륭한 지역사회, 스포츠와 휴양시설, 공원,
도서관, 오락, 상업지구와 대중교통 시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들과 산림 숲들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최근 본교는 우수한 교육과 학습으로 권위 있는 총리 상을
받았으며 우수 지도자 부분에서는 후보에 올랐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는 것은 학교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학교의 교훈인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
는 모든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진은 교장선생님과 상급 직원이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시설
본교에는 최신식 건물들, 그 주위에 넓은 여러 운동장과 정원이 있습니다.
큰 규모의 과학 단지, 대형 도서관, 체육관, 음악과 드라마실, 아트,
디자인과 사진 센터, 컴퓨터실, 제품 디자인, 식품, 패션, 목재 공학과
자동차 기술 작업장, 강당, 스포츠 경기장과 편안하고 기자재를 잘 갖춘
교실들이 있습니다.

과목
수학, 사회과학, 과학, 미술, 디자인, 음악, 상업, 컴퓨터, 기술과 언어
등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도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국가 시험이나 뉴질랜드, 해외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들 입니다. 본교는 오클랜드 대학, 오클랜드 공과대학, 매시
대학, 유니텍, 와이카토 대학, 빅토리아 대학, 오타고 대학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항공, 호텔경영과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우수한 학업 성적

우리는 캄보디아 유학생 다이애나 틸레이
학생이 최근 최우수 상을 수상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이애나는 학교 생활에 매우 충실하며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이런 훌륭한
상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오클랜드 대학에 진학하여
경영과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살펴 주는 환경

특별 활동

영어 지원

유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럭비,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농구, 배구, 수영, 레슬링, 체조, 크리켓, 하키,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며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음악, 미술과 문화 활동 공연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은 영어 능력 기초에서 상위 레벨까지 모든 레벨에서
가능합니다. 입학 시에 어학 평가를 거쳐, 개별 과정 계획을 세우며,
학생의 향상도는 재학 중 면밀히 관찰됩니다. 국제적인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숙련된 팀이 각 학생의 필요에 맞게 언어 지원과
수업을 제공합니다.

많은 스포츠와 문화적 기회뿐만 아니라 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방과후에 무료 과제물 교실을 운영합니다.

지원과 홈스테이
재학생이 ‘키위 친구’가 되어 새 학생이 뉴질랜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에서 수준 높고, 친절한
홈스테이를 알선하고 감독함으로써 최상의 관리와 지원을 합니다.
홈스테이는 유학생부서에서 가정 방문, 학생 인터뷰,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은 학교에서
도보 거리 입니다.
학교에는 학교 간호사, 방문 의사, 상담사, 진로 상담사와 학습
도우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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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international@waitakerecollege.school.nz
Waitakere College
42 Rathgar Road, PO Box 21144,
Henderson, Auckland 0650, New Zealand
전화 +64 9 838 6097

학생들의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영어 회화 클럽을 운영합니다.

최고의 당신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