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들레헴컬리지

뉴질랜드, 베이오브플렌티, 타우랑가

베들레헴컬리지는 성경에 기반을 둔 교육적 공동체로서 돌봄과 지원이
따르는 규율 바른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업이나 개인 목표에 있어 탁월함을 위해 분발하며 그룹, 언어, 문화간
협력을 소중히 여길 것을 장려합니다.
• 남녀공학, 준사립, 크리스천 스쿨

안녕하세요. 저는

• 전교생 수 1700명+

베들레헴컬리지에서 6년을

• 초, 중, 고등학교 전 과정
Years 1 – 13 (만 5-18 세)

유학한 남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컬리지를 한마디로

• 뉴질랜드 주류 수업으로의 완전한
통합 (NCEA 커리큘럼)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

입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체계와
학교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 국제유학생의 경우 입학 요건에
맞아야 입학이 허용됨

지역에 위치함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타우랑가에서

• 국제유학생 출신국가: 브라질,
중국, 독일, 홍콩, 일본, 대한민국,
대만, 태국

베들레헴컬리지는 학생들의

훌륭한 학업성취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교육체계는

학업 이외의 분야인 음악, 체육,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가장

2019 NCEA 결과

중요한 각 학생의 인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학생으로서

베들레헴컬리지

데싸일 8-10
남녀공학학교평균

전국

LEVEL 1 (Y11)

86%

78%

69%

선생님들은 최고로 좋으신

LEVEL 2 (Y12)

90%

84%

77%

싶은 모습의 롤모델이었습니다.

LEVEL 3 (Y13)

85%

76%

66%

대학교 입학 자격 조건

74%

64%

48%

자라고 성숙하며 더 큰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분들이며, 우리가 자라서 갖추고
베들레헴컬리지는 제가 다녔을
수 있는 학교들 중 단연 최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며 그

누구도 이 학교를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우리학교의 네 기둥의 브랜드는 우리가 제공하는 소위 ‘완전한 교육’을 형성하는 많은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교육적 측면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 광범위한 NCEA 과목 선택 폭

• 높은수준의 현대적 퍼포밍아츠센터 (공연장)

• 스페셜리스트 영어 수업

• 댄스, 연극, 노래와 연주에서의 폭넓은 기회

• 높은 학업 기대치: 훌륭한NCEA 결과로 입증
• IELTS 시험 대비

• 대학입학을 위한 리터러시(읽기쓰기) 프로그램

• 대학 및 제3차교육(고등학교이후의 교육 총칭)으로의
진로 선택

• 전용 리허설, 연습실들

• 문화활동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있음
• 개별레슨 가능

• 넓은 시설들, 스포츠센터, 웨이트와 운동실, 운동 코
트, 인조잔디 시설, 잔디 운동장, 특별활동실

• 24시간 목자의 보살핌

• 신체활동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있으며 가능한 모
든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미션여행을 통한 섬김의 기회

• 팀 및 개인 스포츠 규범 제공가능

• 전통적 가치와 가르침을 지킴

• 크리스천리빙 수업은 필수과목
• 뉴질랜드 홈스테이 하숙 제공

• 엄선된 친절하고 경험있는 호스트 가족에 학생을 배정

수강가능한 과목:

English 영어, Maths 수학 – Calculus 미적분, Statistics 통계, Science 과학 – Agriculture & Horticulture농업&원예학, Biology생물,
Chemistry 화학, Physics 물리 Social Sciences 사회과학 – Classics 고전, Geography 지리, History 역사, Tourism 관광, Technology
기술– Computing 컴퓨터학, Graphics 그래픽, Home Economics 가정, Materials 재료 (Wood 목재), Textiles직물, Business Studies
비즈니스– Accounting 회계, Economics 경제, Arts 예술– Drama 연극, Music 음악, Sound Production 음향제작, Art Design 아트디자인,
Photography 사진, Visual Art 비주얼아트 , Languages 언어– French 프랑스어, Spanish 스페인어, Te Reo Māori 마오리어, Physical
Education 체육– Health 건강, Sport Science 스포츠과학, Sport Practical 실용스포츠, Other 기타 –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공학, Early Childhood 유아교육, Gateway 게이트웨이, Christian Studies 기독교학.

24 Elder Lane, Bethlehem
Private Bag 12 003,
Tauranga 3143, New Zealand

전화 +64 7 579 1856
이메일 international@beth.school.nz

www.beth.school.nz

더 컴플리트
해외 유학 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