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CHOOL FOR THE FUTURE”

An exciting, innovative, co-educational, private secondary school specialis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Computer Science, Sciences, Mathematics and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related subjects.

www.wentworthcomputerscience.school.nz

Message from the Executive Principal
Welcome to Wentworth Computer Science College in
Newmarket, Auckland. As founding Principal of Wentworth
College, I am very excited to be opening our first satellite
campus offering quality secondary education focusing on
Computer Science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Computer Science College offers a specialised education
where students with an interest in digital technologies can
focus their education on the subjects they wish to either
study at university or that will prepare them for their
chosen industry careers. We will offer an innovative,
educational pathway that reflects and prepares students for
the educational and career opportunities now and into the
future.
A culture of excellence and achievement will exist at the campus, just as it does at our main
campus. We will combine the best of a traditional education with an emphasis on core values
and principles, alongside a progressive and future focussed curriculum. Small class sizes and
skilled, enthusiastic teachers will be able to prepare our students to be high achievers in a world
of constant technological change. Our focus on a low teacher to pupil ratio is something that I
believe will allow us to maximise student learning as well as ensure positive teacher and student
interactions.
At the Wentworth College Computer Science College we look to an exceptional future for our
students. My team and I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school with you and
welcome your child to our school so that they, too, may share in the excitement of learning.
Bruce Tong

M.Ed.Admin, B.Ed, Dip Tchg
Principal

“The Wentworth Computer Science
College is ideal for students who have an
interest in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the Sciences
and related subjects”
Bruce Tong, Principal

The Wentworth main campus in Gulf
Harbour

Wentworth College was founded
in 2003 and is one of the leading
co-educational private schools in
Auckland catering for students
from Primary School through to
College Year 13.
Last year, 100% of our domestic
students achieved University
Entrance.

A school for the future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정보통신기술 (ICT), 컴퓨터 공학, 과학, 수학 및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전문으로 수업하는 중.고등 과정, 남녀 공학 사립
학교입니다.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변화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이해와 능력을 키워 줍니다.
디지털 기술은 원예에서 부터 의학,
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희
캠퍼스는 다양하고 깊이있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 함으로 학생들의 미래을 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85 per cent of the jobs that
will exist in 2030 haven't
even been invented yet.”
Institute For The Future

Academic Curriculum （ 교과 과정）
“A top class Cambridge education
prepares students for life, helping
them develop an informed curiosity
and a lasting passion for learning.”
Cambridge International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 기술, 과학 및 기타 관련
과목등에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케임브리지(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교과 과정을 통해 대학 입시 및 중고등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11
학년에는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12 학년은 AS 레벨 그리고 13 학년은 A2 레벨을 통하여 ALevel Certification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12 학년
과정인 AS 레벨만 이수하여도 대학 입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CAIE 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교육 과정이며, 해외 대학에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한 교육 과정 이기도 합니다.

Year 9

Year 10 to Year 11

Year 12 to Year 13

Students develop skills and
understanding in 10 subjects
including English, mathematics
and science. Progression tests
help teachers check their
progress.

Students will study towards their
Cambridge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Based on a 2-year
course, examinations are held in
Year 11

Students will study towards
their Cambridge AS Levels in
Year 12 and A2 Level in Year 13
that will give them their full A
Levels.





IGCSE subjects*
 English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mputer Science
 Social Science
 Business Studies
 Art/Design & Technology








English
Mathematics
Science (Physics, Chemistry,
Bi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mputer Science
Social Science
Art
Global Perspectives
Physical Education

AS and A2 options*
 English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Media and Design
 Art Design and Graphic
Communication
 Business Studies

Additional Qualifications

（ 보충 교과 과정）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온라인 디지털 테크놀리지 교육 기관인
‘Code Avenger’와 협력하여 새롭고
흥미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며
간단한 coding 에서부터 html, JavaScript,
python 언어까지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Code Avengers
Our Partners, Code Avengers, are a global
online digital technology education service
based in New Zealand. Their team is built of
talented school teachers, software
developers, designers, and marketers working
to create the best learning platform available.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Hamish Day
CEO
Code Avengers
www.codeavengers.com

Qualifications:

Courses:

Students work towards gaining their industry recognised qualifications or certificates
from organisations such as Microsoft Technology Associate (MTA) certification
examinations, EC-Council, Adobe, Autodesk and more.
IC3 Digital Literacy Certification

Year 9

MTA 98-383 Introduction to Programming Using HTML and CSS

Year 12+

MTA 98-381 Introduction to Programming Using Python

Year 12+

MTA 98-382 Introduction to Programming Using JavaScript

Year 12+

Ethical Hacking and Cyber Forensics (EC-Council)

Year 12+

Microsoft Office Specialist (Certification exams for Microsoft Office
products)

Year 9

Adobe (Certification exams for Adobe products used in Graphic Design)

Year 10+

Autodesk (Certification exams for Autodesk software used in product
design, prototyping, laser cutting, 3D printing and also architectural
support such as blueprints, stress tests, floor plans)

Year 10+

Specialist Intermediate Programme – Years 9 to 11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주요 교과 과정과
함께 보충 교과 과정이 준비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었습니다.
9 학년 학생들부터 추가된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들을 수 있으며 Code Avengers
는 일부 산업 관련 자격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대학 입시가 아닌 취업 목적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pecialist Senior Programme – Year 12 and 13
12 학년은 AS 레벨 그리고 13 학년은 A2 레벨을 통하여 A-Level Certification 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13 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해에 특별 프로젝트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Entrepreneurship

Designed to teach students about process of taking a product/service from an idea
all the way to the marketplace and the skills needed to be a successful entrepreneur

Critical thinking

Improving student’s skills in examining, questioning and challenging in order to find
solutions

Leadership &
Management

Studying the qualities of effective leaders and what it takes to become one

Internship

Spending time in digital technology industry related businesses

Business
presentational skills

Public speaking, working as a team and making a pitch are all valuable skills in the
business world and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and practise these in this course

Social Media
Marketing
Special Projects
University links

Being an adept social media marketer is essential in the world of today and
tomorrow. Studying the skills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social media marketing
will be the focus of this programme
Some students may already have an idea for a digital technology based business.
Time could be spent at school with mentors developing this idea alongside their
other studies
Students who wish to pursue tertiary study may wish to explore different university
short courses or may be permitted to study a university paper while completing their
secondary education

www.wentworthcomputerscience.school.nz

FAQs
Q.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공식적으로 인정 된

학교 입니까?

A. 예.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교육부에서 승인된 Auckland Gulf Harbour 지역의
사립 학교 Wentworth College (MoE 번호 484)의 오클랜드캠퍼스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Wentworth
College 학생으로 등록되지만,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Auckland Newmarket 에
위치해 있습니다.
Q.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컴퓨터, 컴퓨터 산업, 정보 기술 및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한 관심과 재능 및 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생각했던 컴퓨터 공학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A. 저희 학교 캠브리지 교과 과정은 대학 입학시 주요 과목을 선택하거나 다른 고등학교의 NCEA, IB
커리큘럼으로 쉽게 이동할 수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 보다 앞서 있을 것입니다.
Q. 이 학교는 현재 나의 학교/내 자녀의 학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A.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소규모 수업 (학급당 최대 20 명) 과 우수한 교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 및 기타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두므로 모든 학생들은 귀하와
비슷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IT 또는 컴퓨터 공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을 향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Q. 컴퓨터 공학 뿐만 아니라 예술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예술과 디자인은 우리가 제공하는 주제 중 하나 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컴퓨터 지원 설계 등과 같은 창의적인 디지털 아트가 당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전 시켜 줄 것입니다.
Q. 이 학교에서 사회 과학이 제공됩니까?
A. 예, 9 학년과 10 학년 학생들은 지리, 역사 및 경제의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 과학인
Global Perspectives 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고학년때 비즈니스 과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ACT Testing Centre
현재 Wentworth Computer Science 캠퍼스는 ACT 시험 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ACT 시험은 미국의 많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필수 시험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회 과학에 관심있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or to enrol （ 자세한 정보 및 입학 등록 ）
교과 과정 및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entworth College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학교 견학 또는 학교장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ktanaka@wentworth.school.nz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등록은 입학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위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WENTWORTH COMPUTER SCIENCE CAMPUS
Level 2, 25-27 Crowhurst Street, Newmarket, Auckland
Postal address: PO Box 650, Whangaparaoa 0943
info@wentworth.school.nz

www.wentworthcomputerscience.school.nz
Phone 09 520 0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