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WYN HOUSE SCHOOL

셀윈하우스 학교 안내서

A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School

Welcome
Nau mai, haere mai
Bienvenidos

셀윈하우스학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FROM THE PRINCIPAL, JULIE CALDER
셀윈하우스학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미래지향적교육에 촛점과 100년 가까이 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자리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Our all girls’ school
environment encourages
positive self‑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quips each individual
to overcome social and
cultural biases.

저희학교의 최종목표는 셀윈하우스학교 학생들을 지력, 생활력을 포함,

사회에 나아가 책임감있는 자세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긍적적이고 건강한 관계에

바탕으로 둔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또 함께 공부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공감을 형성하며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자기주도적학습, 호기심과
인내를 통해 배워나가며, 학습 프로그램과 하루의 일과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방법을 창의력과
팀웍을 통해 배우며, 학교내의 최첨단 시설과 우수한 교사들이 이 과정을
세심하게 돕습니다. 이 결과, 셀윈의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문제해결과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윈하우스는 또한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사용, 학생들이 시대에 맞추어
미래에 존재할 도전과 기회에 잘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사회의 일원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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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우리학교의 목표/전망

우리는 셀윈하우스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 평생동안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력, 도전정신과 낙천적인
생각을 가진, 진취적이고 타인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것을 지향합니다.

Our educational community
셀윈하우스학교의 교육환경
셀윈하우스는 1929년에 샬롯 매이슨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학생

한명한명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맞춤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내적가능성을 믿음으로써, 성실함과 노력으로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셀윈하우스는 최첨단의 시설과 우수한 자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학습프로그램에 중심을 두고,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 학습을 제공합니다.
셀윈하우스는 또한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창의력, 지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평생의 친구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셀윈하우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특색과 성격을 존중하며 모든 학생들의

학습속도가 다른것 또한 인지합니다. 학급안의 학생수를 최대한 낮추어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좀 더 의미있고 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독력하며, 공연예술, 음악, 체육, 스포츠활동, 미술과 스페인어를 하루하루
시간표안에서 접하고 이 분야를 전공한 교사들의 수업을 받습니다.

셀윈하우스는 학생들의 웰빙을 위해 상주하는 아동 심리학자가 있으며,
영재/수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또한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Selwyn House School
is a nurturing,
internationally‑minded
community,
providing a globally
relevant education.

our values

우리학교의 가치관

우리학교의 가치관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에서 제시한 IB Learner Profile
(학생의 덕목)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과 가족들도 함께

노력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셀윈하우스는 이 덕목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가치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과 교원들이

협력하고 협동하여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NQUIRERS 탐구하는 자세
KNOWLEDGEABLE 지력
THINKERS 생각하는 힘

COMMUNICATORS 소통력

PRINCIPLED 신념있는 태도
OPEN-MINDED 열린 사고
CARING 배려심있는 마음
RISK-TAKERS 도전정신

BALANCED 균형잡힌 삶

REFLECTIVE 성찰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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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한 교육

셀윈하우스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자라나기에, 학년이 높아질 수록 학생들의 자신감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한 깊어집니다. “버디”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학년학생들은

저학년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보살핌으로써, 리더쉽 스킬을 기르고,
저학년 학생들은 고학년학생들을 보며 본인의 미래상을 그립니다.

셀윈하우스는 모든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인 성장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배움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자세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생각이 깊은 세상의 일원이 되는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STEAM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미술과 수학을 이용하여 탐구,

협동심, 창의력과 합리적인 생각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교육 접근방법

중 하나입니다. 셀윈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 STEAM을 사용, 더 나은

기술과 도구들을 다루게 되며, 그 과정 역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리드합니다. 셀윈하우스에서 접할 수 있는 STEAM으로 Food Technology
- 가정, Mechatronics - 기전산업, AI - 인공지능과 Robotics 로봇공학이 있습니다.

130

100%

70+

RECIPIENTS OF NATIONAL OR
INTERNATIONAL AWARDS,
BETWEEN 2017–2021

OF OUR STUDENTS
FROM YEARS 1–8
LEARN SPANISH

SPECIALIST, ITINERANT,
CLUBS AND ADDITIONAL
OPPORTUNITIES AVAILABLE

*Statistics correct as at Jul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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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B Primary
Years Programme
셀윈하우스는 IB PYP (International Baccalauriate Primary

Years Programme)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교과과정을 사용함으로써,

PYP ESSENTIAL ELEMENTS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학습태도와

KNOWLEDGE 지식

셀윈하우스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이 수준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며, 타인과 그들의 문화, 서로 다른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밑거름을 마련해줍니다.

피와이피의 필수적 요소

APPROACHES TO LEARNING –
SKILLS 배움으로의 접근 - 기술

• 언어 (영어와 스페인어)

• 사회적 기술

• 수학

• 소통력

• 과학과 기술

• 연구/조사 기술

• 도덕, 사회 그리고 체육

• 자기관리의 기술

• 역사와 지리

• 생각하는 기술

• 예술 (공연예술, 음악,

셀윈하우스에서는 이 기술들을

드라마와 미술)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CONCEPTS 개념/관념

가르치고 있습니다.

• 형태 (이것은 무엇인가?)

ACTION 행동으로의 실천

• 연관성 (이것은 어떻게

학생들은 자신들의 배움에 대해

다른것들과 연관이 있는가?)

성찰하고 행동 할 수 있는 기회가

• 기능 (이것은 어떻게

주어집니다. 학교는 최대한의

움직이는가?)

기회를 제공, 학생들이 스스로

• 관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감있는

생각하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 원인 (이것은 왜 이러한

응원합니다.

것인가?)

• 책임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성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IB Primary Years Programme, please visit
selwynhouse.school.nz/ib‑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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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School
Years 1–4
저학년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첫날부터 4년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과
탄탄한 기초를 닦음과 동시에 탐구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며, 그 공간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방법과 내면을 강하게 하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JUNIOR SCHOOL CURRICULUM 저학년 교육과정

미술, 비치 에듀케이션 (바다에서의 안전성교육 - 4학년), 수학,
Mechatronics, 음악, 네이쳐 다이어리 (자연탐구 - 3,4학년),
공연 (1학년 2학년 일년에 한번, 3,4학년 이년에 한번), 체육,

읽기, 과학, 스페인어, 수영 (두번의 텀에 걸쳐 일주일에 세번 삼주동안
교육), 탐구생활, 쓰기.

ADDITIONAL OPPORTUNITIES 방과후 교실 외 다른 교과과정

We develop inquiring
and empathic minds
while building strong
knowledge foundations.

일년에 두번 (텀 2와 4) 학생들은 기술에 기초를 둔 스포츠를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기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악기과 춤등 예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과정 또한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4학년 아이들을 위한 캠프가 텀1에 있으며 2박3일동안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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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l girls’ school creates
a culture of academic
achievement where each
individual’s potential is
realised and self‑exploration
and growth is freely and
safely nurtured.

Middle School
Years 5 & 6
중학년

이 시기는 아이들에게 있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식을 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셀윈하우스는 개개인의 발달과정, 속도의 다름을 잘

인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배우고, 학습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YEARS 5 & 6 CURRICULUM 중학년 교육과정

미술, 바다 안전교육, 건강, 언어, 수학, 기전산업, 음악, 공연, 체육, 과학,
스페인어, 탐구학.

셀윈하우스는 시대에 발맞추어 전학년 학생들이 기기사용법을 익히고

학습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필요한 기술력을 습득합니다.
학생들은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접하는 동시에 건강한 인터넷사용을 위한
올바르고 안전한 방법또한 배워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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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chool
Years 7 & 8
고학년

7,8학년 학생들에게는 많은 리더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학교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여러 행사들을 주관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셀윈하우스에서의 마지막 2년동안 학생들은 크레스트 프로젝트 - 과학과
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한 장기 프로젝트와 패션 프로젝트에 참여,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학년들의 패션프로젝트는 특히나, 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맨처음 기획 단계부터 리서치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간동안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끌어줍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셀윈하우스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과정 중 하나이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장시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방법또한
터득합니다.

YEARS 7 & 8 CURRICULUM 고학년 교과과정

미술, 영어, 건강, 수학, 기전산업, 음악, 공연예술 (2년에 한번

고학년학생들은 스쿨프로덕션에 참여합니다), 체육, 과학, 스페인어, 사회와
탐구학

셀윈하우스는 또한 학생들에게 에이아이의 중요성과, 어떻게 에이아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줌으로써, 후에 사회에
나아가 에이아이를 올바르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셀윈하우스는 고학년 학생들의 나이의 특성에 맞추어 학생들의 웰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여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주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과 교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심리학자와 필요시 상담이 가능하며 교사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학자와 빠르고 가깝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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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AMP

스페이스캠프

셀윈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고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로써, 코비드
이전에는 미국으로 직접

가서 체험하였으나, 코비드

이후로 잠시 주춤하다, 2022

년에 다시 크라이스트처치의
남극체험센터와 협력하여
일주일간의 성공적인

첫캠프를 마쳤습니다. 이 또한
셀윈하우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며,

일주일간의 캠프 기간동안
학생들은 서로 돕고 함께
힘든일을 이겨내며, 다시

경험 하기 힘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Challenge and choice
create opportunities for
every girl to discover
who she is, and
who she wants to be.

Opportunities
to discover
SPORT

MUSIC, ARTS AND LANGUAGES

WINTER SPORT – TERMS 2 & 3

Art

Netball

Violin and Cello (Years 1–8)

Hockey

Piano (Years 3–8)

Football

Voice, Recorder and Guitar (Years 4–8)

Orienteering*

Flute, Clarinet, Oboe, Saxophone,
Brass (i.e. Trumpet, French Horn,
Trombone) and Percussion (Years 5–8)

Basketball
Equestrian*

String Ensemble

Skiing*

Chamber Group

Jump Jam

Senior Chamber Choir

Gymnastics*

Orchestra

Fencing

Jazz Band

Aerobics

Recorder Ensemble

SUMMER SPORT – TERMS 1 & 4

Ukulele

Touch

Drums

Duathlon

Music Theory

Triathlon

Ballet, Jazz, Contemporary Dance

Water Polo

Kapa Haka (Years 3–8)

Cricket*

Mana Kapa Haka (performance group)

Netball

Speech and Drama

Hockey

French

Futsal

Mandarin
*

Tennis

FURTHER OPPORTUNITIES

Fencing

Year 8 Leadership Programme

*Denotes tournament only opportunities

Year 7 School Recycling Community

SCIENCE AND TECHNOLOGY

Otago Problem Solving

Robotics Club

Creative Writing

RoboCup Competition

Kids Lit Competition

Science Fair

ICAS Australian Academic Assessments

Cantamaths

UNESCO Group

Code Club

Envirogroup

Mechatronics Club

Future Problem Solving

Science Club

Community Problem Solving
In-school Problem Solving
Dance Programme
Photography Club
Chess Club
Buddy System
House System
Peer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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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 따뜻한 실내수영장

•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잔디밭
• 농구, 네트볼, 테니스 코트
•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실과 로봇학을
위한 연구실
• 조리가 가능한 가정실
• 댄스 스튜디오
• 도서관

•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트센터

•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딩하우스
(이 보딩하우스에는 7살부터
13살까지의 학생들이 25
명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다른학생들과 긍정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 남.녀 아이들 모두를
위한 유치원

PHONE +64 (03) 355 7299 EMAIL office@selhouse.school.nz

122 Merivale Lane, Christchurch, New Zealand

WWW.SELWYNHOUSE.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