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ford House
Celebrating 125 years of Excellence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 있는 혹스베이 (Hawke’s Bay) 지역에 위치한 헤블록 노스는 (Havelock North) 따뜻하고 온화한 기
후의 아름답고 번화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여학생들을 위한 선도학교인 우드포드 하우스 (Woodford House)는 최고 교육
의 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드포드 하우스는 1894년 메이블 에니 헛쥐Mabel Annie Hodge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 헛쥐씨는 영국 써리 (Surrey)의 우드 포드 하우스 학교에서 재능 있고 혁신적인 교사였습니다. 뉴질랜드의 Woodford House는 지적이고 유능하며
균형 잡힌 젊은 여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로서 오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전국 교육 성취 증서 (NCEA) 커리큘럼을 발급합니다. NCEA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태국 및 기
타 많은 국가에서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혁신적이고, 글로벌 시민 정신 및 미래 지향적인 교
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지 캠퍼스는 공원과 같은 18 헥타르에 (1.8제곱킬로미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아
늑한 환경과 25m 길이의 수영장, 2개의 체육관 및 숲과 정원을 관통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산책로로 특권을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카페와 상점이 있는 시내 중심에서 불과 1.4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들은 방과
후 시내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드 포드 하우스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330 명의 소녀들이 등록되어 있고, 약 15-20 명의
유학생을 포함하여 180 명 정도가 기숙사생입니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들로 중학교 1 학년에서 (Year 7) 고등학교
3 학년까지 (Year 13) 공부합니다. 그들은 독일, 일본, 중국, 태국, 푸 투나 섬, 베트남,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육 배경
을 가지고 있습니다.
Woodford House는 5-20명의 소규모 학급 및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놀 땐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학계, 스포츠, 음악, 예술 및 기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Woodford House에는 약 70 명의 직원과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의 우수성을 부각시
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Woodford House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관심을 받고, 강한 소속감을
얻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싱글 룸과 더블 베드룸을 갖춘 5 개의 하숙집과, 학생들이 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휴게실,
공부 구역, 욕실과 부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침실에는 침대, 옷장, 책상 및 의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방을
집처럼 여러가지 사진으로 꾸미며 지내고 있습니다. 13 학년 때는 아파트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졸업후의 삶을 준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숙사생은 매일 아침 식사, 아침 간식, 점심 식사, 오후의 간식, 저녁 식사 그리고 후식을 제공받습니다. 음식은 전문적인
사내 요리사가 준비하며 맛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릅니다. 모든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사감들에게 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돌봄을 받고 지냅니다.
소감
고등학교 3 학년 부학생장, 마네 펠레우 (Mane Feleu) (2016): “정말 풍요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
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Woodford House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독립심을 키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미셸 리 (Michelle Lee) 어머니, 곽인호 (Yin Ho Kwok) (2016): “미셸은 우드 포드 하우스에서 너무 행복해합
니다. 전에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여러 가지 스포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교사는 매우 호의적이며 잘 보살펴줍
니다. Michelle은 또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 딸은 우드 포드 하우스를 뉴질랜드에서
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셸을 Woodford House에 입학시킨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어머니, 로즈 리 (Rose Li) (2017): “저희는 첫눈에 Woodford House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녀들은 열
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조화와 자유로 가득합니다. 제 딸은 Woodford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있으며
수업은 즐거워합니다. Woodford House는 제 딸 자신이 원하는 소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헬렌 웸바커 (Helene Wembacher) 어머니, 피아 웸바커 (Pia Wembacher): “우드 포드 하우스와 직원들이 헬
렌을 환영해주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 주어 감사하고, 그녀의 성장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도록 제공해 주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딸이 머무는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하고 유
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직접 가서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법의 장소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