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안내서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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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케임브리지 하이스쿨은 1883년에 설립된 수준 높은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1천 6백 명
재학생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9년부터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숙련된 교육진, 현대적인
시설, 수준 높은 규율과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대학교와 폴리텍대학
입학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과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활동도 있습니다.
영어가 제2언어인 학생들을 위한 ESOL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은 IELTS와 TOEFL시험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학생 담당 디렉터와
학장 선생님들이 유학생 프로그램 관리를 책임지고,
유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복지에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학생 가족과 뉴질랜드 홈스테이와 학교
사이에서 연락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
배정을 받고 가족처럼 보살핌을 받습니다. 학생의
배정에 앞서 모든 홈스테이가 문제없는지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평가합니다. 여기에 경찰 조사도
포함됩니다.

대신해서 도와줍니다.
케임브리지는 작지만 번영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두 개의 대도시와 대학교, 폴리텍대학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해밀턴이 있고, 1시간 30분
거리에 오클랜드공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홈페이지는 cambridge.co.nz입니다.
유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 방문을 초대합니다. camhigh.
school.nz 또는 internationalstudents.school.nz.

행정직원이 학생들의 비자, 의료보험과 보험 청구,
병원과 치과 예약, 은행 계좌 관리 등을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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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뉴질랜드
케임브리지

오클랜드
해밀턴

케임브리지

웰링턴

Cambridge High School
NEW ZEALAND
25 Swayne Road, Cambridge
3434,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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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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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는 와이카토강 유역의, 울창한 나무가 줄지어 있는 작은 도시로 인구는 약 1만 9천
2백 여명이고, ‘나무와 챔피언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케임브리지는 조정, 사이클, 승마 등에서 세계적 스타가
많은 뉴질랜드의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순종 종마장과 마사로 유명한 케임브리지는 경주와
장애물 뛰어넘기에서 많은 우승자를 배출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도시 가까이에 있고, 롭 워델, 마헤 드라이스데일,
네이선 트워들, 헤미쉬 본드와 에릭 머레이 같은
세계대회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는
사이클 경륜장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국제 수준의
스포츠복합시설인 아반티드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스타로는 현 세계 챔피언과 올림픽 우승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 영웅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두 번이나
획득한 승마선수 마크 토드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세계 특급 호수로 인정 받는 카라피로호수가 우리

케임브리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곳은 골동품
가게와 갤러리인데, 수준 높기로 유명해서, 뉴질랜드
전역의 전문 수집가들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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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임브리지 바로 옆에 세계에서 유명한 마웅가타우타리
생태섬 트러스트(일반 개방 야생생물 보호구역)가 있어,
동식물과 타우타라, 키위, 카카리키와 같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 야생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루아페후산 스키장 3시간

케임브리지는 뉴질랜드 북섬 중심의 많은 유명한
관광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 해밀턴동물원 30분

• 카라피로호수(조정, 와카, 수상스키) 10분(거리)
• 오클랜드공항 1시간 30분

• 오토로항아(키위 하우스, 뉴질랜드 원산 조류 공원)
1시간

• 해밀턴 20분

• 호비튼(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세트장) 25분

• 동, 서해안 해변 1시간
• 와이토모(반딧불이동굴, 블랙워터 래프팅) 1시간

• 마웅가타우타리 생태공원 20분

• 와이카토대학교 15분
• WINTEC(윈텍:와이카토폴리텍대학) 20분
• 타우포호수 2시간
• 유명 관광지로토루아(아그로돔, 페어리 스프링스,
지열지역, 블루 레이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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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카토 지역
해밀턴은 뉴질랜드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로, 시 규모로는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며, 전국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해밀턴 160Km안에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46%인 1백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와이카토강이 해밀턴시를
관통하며 16Km를 흐릅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공원이 135개, 스포츠장이 58개에 초록이 우거진
그야말로 그림 같은 도시입니다.

정원으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해밀턴동물원은
호랑이, 얼룩말, 기린과 같은 다양한 동물과
야생생물이 있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밀턴 중앙 시내는 세계 각 국의 음식과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많은 카페가 있고, 식당, 쇼핑의
중심지입니다.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 베이스에는
8만천m²(약 2만 4천 5백여 평)가 넘는 상업면적에
172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현대적인
야외 공간이 있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다양한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와이카토 지역은 중요한 행사 개최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크리켓, 럭비, 넷볼, 사이클, 조정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부터 와이카토 상공을 나는
뉴질랜드 최고 열기구대회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은 또 남반구에서 최대 규모인 농업박람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필드데이, 월드 럭비 세븐,
사운드 스플래시 뮤직 아트 페스티벌, 해밀턴 가든
아트 페스티벌

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빅토리아 스트리트(해밀턴
중심거리) 남단 와이카토 예술, 역사 박물관까지
걸으면서 즐기세요.
야외 활동 팬이라면, 해밀턴에는 공원과 산책길이
많습니다. 시내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와이카토강을 따라 예쁜 산책로와 조깅 트랙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은 해밀턴가든(2014년 올 해의 세계
정원상 수상)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식물과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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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의 경험담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3년의 귀중한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최상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과 성의입니다.

캐서린(최우수학생) - 중국

케임브리지
하이스쿨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과 시설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멋져요.

우리 학교에서는 뉴질랜드 여기저기로 많이 가요.
또 학교에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죠.

오메르 - 터키

아마르 - 캄보디아, 쇼코 - 일본, 신 퉁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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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의 경험담
케임브리지 하이스쿨은
공부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 했답니다.
내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요.

찬민 - 한국

케임브리지 하이스쿨은
대학교와 폴리텍대학
입학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모든 학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 활동도
물론 할 수 있죠.

피트 - 태국

학교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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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유학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케임브리지 타운

와이카토 관광

입학지원서

유학생 영상물

스포츠와 예술

입학 기준

교직원

13

14

15

Cambridge High School
NEW ZEALAND
전화: +64 7 827 5415
팩스: +64 7 827 5598
이메일: chsinternational@camhigh.school.nz
www.internationalstudents.school.nz

25 Swayne Road, Cambridge 3434, New Zealand
Private Bag 882, Cambridge 3450, New Zea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