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katane High School · New Zealand

화

카타네 하이스쿨은 뉴질랜드
북섬의아름다운 베이 오브 플렌

티 해안에 위치한 남녀공학 공립학교로 재
학생은 약 800 여 명 입니다. 우리 지역은
온화한 기후에 일조량도 풍부합니다. 학교
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오호페”라는 아름
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화카타네 인구는
약 1만8천 명이며, 타우랑가에서 차로 약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

육 수준이 높은 본교에는 30
여명의 국제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학생들을 환
영합니다. 현재 유학생들 중 대다수는 유
럽 출신이며 아시아국가 출신도 있습니
다. 본교는 유학생 관리 지침을 준수하
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승인한 홈스테이
에서 식구들과 가족처럼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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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카타네 하이스쿨에서는 다음 과목 중 6개 과목을 배웁니다.:
영어, 미디어, 수학(통계 또는 대수학), 과학 (해양학, 화학, 물리, 생
물, 원예), 지리, 역사, 비즈니스, 경제, 체육, 아웃도어교육, 디지털 테크놀로
지, 푸드 테크놀로지, 텍스타일 테크놀로지, 우드 테크놀로지, 기계공학, 상
품개발, 보육학, 관광, 외국어, 호스피탈리티, 음악, 시각예술 (디자인, 회화,
사진), 연극

해

양학(Marine Studies)은 뉴질랜드 학교에서 선택하는 곳이 몇 안되는
매우 특별한 과목입니다.
해양학시간에는 해양과 해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등을 배웁니다. 이 과목 학
생들은 수업 중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체험학습(1회)을 포함, 다양한
장소로 다이빙과 스노클링 견학을 가므로 PADI 스쿠버다이빙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학생들에게는 아웃도어 교육 과목도 인기입니다. 학생들은 래프
팅, 마운트바이킹, 카약, 스키, 스노우보드 타기에서부터 자연과 더불어 걷기
등 다양한 스포츠 여행을 합니다. 또한 본교의 조정 팀은 활발한 활동으로 훌
륭한 성과를 거두 있습니다.

국

제학생들도 특별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악기 또는 보컬 레슨을 받는다거나, 하
키나 축구, 럭비, 농구, 배구, 크리켓,
테니스, 넷볼과 같은 스포츠 팀에서 활
약하는 것도 유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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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아웃도어 교육 프로그램(ODENZ)과
타우랑가 교육기관협회
(Education Tauranga)의 회원학교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담당 디렉터
수 훼일(Sue Whale)선생님께
연락하십시오:
sue.whale@staff.whs.c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