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spectus



We are Aidanfield Christian School,  

many people, different backgrounds,  

healthy differences, shared faith:

Together we are one school, whole, equal and free.

We stand together, learning in life,  

developing in character, growing in God.

Owning our past, exploring our God ordained purpose,  

growing in wisdom and stature.

We are Aidanfield Christian School.



학부모님께

자녀의 미래 교육을 위해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

(Aidanfield Christian School)를 선택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진실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신자 

가족에게 최상의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뉴질랜드 표준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성경적 가치관,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훌륭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훈은 “지혜와 품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뚝 서라” 입니다. 

저희 학교는 장차 학생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며, 교육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거나 취직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 학업, 육체, 

사회성 그리고 감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장차 

학생들이 지혜롭고 품위 있게 성장해가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온 학생들을 환영하며 이에 맞춰 각 학생의 

장점과 개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의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초등교육 과정은 차후 중등교육 과정에 대비하여, 모든 

학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에게 가족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공동체 생활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학력 시험(NCEA)에 대비하여 미들턴 그레인지 학교 

(Middleton Grange School)에 편입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최상의 초중 고등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잘 고려해보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교장 마크 리처드슨 

환영 인사



방패에 표시된 각 부분은 학교의 

주요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이 

문장은 학교의 정체성이 담긴 

이야기와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 성경은 저희 학교와 

교육 과정의 토대이자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 저희 학교와 인생을 거쳐  

가며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굳건한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나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별 – 네 개의 별은 남십자성과 학교의 4대 핵심 가치인 신실함, 섬김, 

고결함 그리고 우수함을 상징합니다.

푸케코 새 – 푸케코 새는 크라이스처치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저희 학교는 히스코트 강의 하천 등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케코 새는 이곳 주변을 서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크라이스트처치 외곽에 위치하여 한적한 교외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 – 산은 학교 근처에 있는 포트 힐(Port Hills)을 상징합니다. 또한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학교는 학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품위를 갖춘 학생과 교직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 문장



WHAT WE ARE ABOUT

Aidanfield Christian School serves families who 

are looking for a school with strong biblical 

values and world view as the foundation of their 

child’s school experience.

We offer education for Years 0 to 10 and a 

pathway to Middleton Grange School at year 

11 for preference families. We are based in the 

south west of Christchurch and welcome pupils 

from many nations to our community.



Our special character is defined in our agreement with the Crown.  

Our special character means that:

• We are non denominational, having families from a wider variety 

of Christian churches. The condition is that the church and family 

have a statement of faith similar to the school’s.

• We can freely deliver the New Zealand Curriculum based on a 

biblical world view.

• We employ committed Christians to work as part of our staff.

• We believe that education is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We work in partnership with them and we are dependent 

on their involvement.

•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home and school and actively encourage, develop and support a 

unity between them. We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e church.

• We seek to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pupils, parents and staff 

can experience Godly relationships.

• We rely on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of God.

• We acknowledge that truth must be revealed by the Holy Spirit 

and knowledge measured against Biblical truth.

THE FOUNDING MISSION OF THE SCHOOL

When the school was started the mission was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based on a Biblical Christian worldview enabling each child 

to fulfil their God-given destiny. This remains our focus today.

Our Special Character



WHAT WE AIM TO ACHIEVE

Our approach to education is holistic, seeking to address the spiritual,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needs of our pupils.

As a staff, our aim is to nurture pupils who are:

• The recipients of excellent Christian education.

• Compassionate towards the needs of others.

• Determined to live lives of honesty, justice and righteousness.

• Confident in the knowledge that God has His hand on their lives.

• Developing a Biblical world view.

• Genuine and enthusiastic about sharing their developing faith in  

Jesus Christ.

• Confident that they are accepted by God and are prepared to develop  

all the abilities He has given them.

This is summarised through the school Vision, which states …

Aidanfield Christian School is to serve and work together with families in 

equipping children in a Biblical community to:

• Pursue excellence in academic learning.

• Understand their identity.

• Become discerning thinkers.

• Be faithful in service to God.

OUR VALUES

The core values that we focus on are:

• Excellence

• Stewardship

• Faithfulness

• Integrity

These should be evident in all we do.



교과과정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다음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관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교육.

• 뉴질랜드 표준 교과과정 준수.

•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교육 과정.

• 도전 정신을 필요로 하는 끊임없는 학습과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탐험.

•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과 배려심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 발굴.

교과과정 체계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초·중등 통합 교육을 실행하는 

준사립학교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10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부가 아닌 경영자(Proprietors)들이 운영하는 

준사립학교입니다. 경영자는 학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소유한 교내 부지와 건물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매년 모든 학부모에게 특별 비용을 부과하며 이는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 비용은 이사회가 아닌 경영자에 

의하여 부과되며, 이는 교내 부지와 건물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준사립학교인 저희 학교는 학부모, 경영자 대표, 교직원 대표, 

그리고 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학교 관리, 학교의 방향성 결정 및 학교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과를 이뤄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뉴질랜드 교육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특별 

학교로서 지역 사회의 정신을 수호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저희 학교 학생의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와 

학생 가족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내 기금 모으기 활동을 주선하는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책무성

저희는 준사립학교로서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교육검토국(ERO)

의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의 질과 학교의 효율적인 

경영 여부를 판별 받게 됩니다. 교육검토국은 감사 결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www.ero.govt.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학교 관리 부서, 교직원 및 이사회 일원에게 학교의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와 학부모는 교직원과 학생 관리 부서에게 학생 

학업 성취도 개선과 이사회에서 제시한 장기적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학생 관리 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관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초 초등교육 

학교의 시작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교육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이해도 높은 학교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의 기반을 제대로 닦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 – 1학년

저희 학교는 역동적인 교육 환경을 

신입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차 

고학년 교육에 대비하여 학교 일정과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전 과목에 걸친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덕분에 각 신입생에게 집중도 높은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2학년~3학년

2학년~3학년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좀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기 가방과 

소지품 정리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의 교과 과정은 읽기, 

쓰기 그리고 숫자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학교 생활

4학년~6학년

이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기초 

지식을 이미 습득하여 더 어려운 수준의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걸쳐 개개인의 성격과 장점을 

드러내게 되며 자연스레 자신의 정체성, 

능력 그리고 신앙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의 학생은 스스로 알아서 학업에 

신경 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업 및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제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학교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영접하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저희 학교는 가족과 함께 삶 

속에서 배움의 중요성과 학습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의 재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발레, 축구, 제빵, 

교회, 문화적 체험 등의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위해 기계적인 

분량 위주의 숙제보다는 맞춤식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중등교육
과정

7 ~ 10학년 

이 과정은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기는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의 학생들은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학습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교과 과정은 자칫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의 중등 교육 

과정은 4년에 걸쳐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기를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장차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고등교육과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크라이스트처치 내 전 고등학교 11학년 과정에 대비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잘 짜인 학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또한 미들턴 그레인지 학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저희 졸업생들이 그쪽 학교의 11학년에 

무리 없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과의 친밀한 목회 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있어 각 학생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는 고학년에게만 제공되는 리더쉽 

교육 과정을 10학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어 수강을 

권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

학교의 필수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파운데이션 과정, 체육, 건강과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및 실천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등교육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사물 분별 능력과 분석 능력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학업에 있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기타 과목

저희 학교는 필수 과목에 더하여 다양한 

기타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 예술, 무용, 연극, 

음악, 마오리어, 프랑스어, 비즈니스 

경영, 취업, EOTC, 기술(공예, 그래픽, 

디지털 미디어, 영양학, 전자기기, 미술 

등등) 등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7~8학년일 경우 힐몰튼 학교

(Hillmorton)에서, 그리고 9~10학년일 

경우에는 미들턴 그레인지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사회적 책임감과 

올바른 시민 의식과 도덕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는 파운데이션 

과정과 삶 속의 지혜(Life Skills) 등이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과정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시민 의식을 가르쳐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있습니다.

초등중등학교

저희 학교는 국내 및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생들이 CSIM을 통하여 

음악 행사에 참여하거나 ICAS와 

세계교육게임(WEG)의 온라인 학습 

웹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경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복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깔끔하고 부담 없는 

교복을 아이들에게 입히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 교복은 

의무사항입니다. 저희 학교에 학생을 맡긴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복 규정에 동의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깔끔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적당한 가격의 교복을 

디자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교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idanfield.school.nz 

를 방문하시거나 학교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주십시오.



고등교육 연계 과정

고등교육(9 ~ 13학년)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다양한 

크리스천 고등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성숙한 

영적 성장 그리고 학업의 발전 면에서도 매우 놀라운 기회입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는 10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명 preference라 불리는 전형을 선택한 가족의 경우 미들턴 

그레인지 고등학교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편입학 과정은 

성숙한 11학년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미들턴 

그레인지 고등학교로 편입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교과과정과 

방과 후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또는 지역 내 공립 고등 학교로 편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부모와 가족의 관심 속에 

세속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이 전형을 선택한 가족과 학생에게 지역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년 담당 목회자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학부모 피델리아입니다.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정말 특별한 학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학교이지요. 이 학교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훌륭한 교실 및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직원들은 친절할 뿐 아니라 매우 유능하며 

배려심이 깊으며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소규모의 교실 환경 덕분에 아이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재미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활동에 항상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모든 학생은 개개인에게 맞춰진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지지하며 

활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어 사용자영어교육(ESOL) 프로그램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필요하면 국제 학생들에게 소규모의 

1:1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모국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재능 계발 프로그램(Fostering Strengths) 을 

통해 전 학년(1~10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지원(Learning Support) 교사 시스템을 통해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 중입니다. 교사의 

학습 지원은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24/7 상시 대기 중인 청소년 상담사(Guidance 

Counsellor) 와 보조 교사(Teacher Aides)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의 

장점과 다름을 존중하는 분위기의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을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기 유학 프로그램

다음은 최소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aidanfield.school.nz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항목을 클릭하세요. 교육 과정과 장기 

프로그램의 학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 단기 유학 프로그램

다음은 최소 1주 또는 그 이상의 단기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aidanfield.school.nz 에서 ‘International’ 

항목을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Summer Study’를 클릭하면 

여름 단기 프로그램에 드는 학비 및 기타 지출 비용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는 2016년 유학생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부모로서 아이를 지원할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국제 학생 

학부모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 니콜라스는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에 온 이래로 정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덕분에 제 아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성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든필드 크리스천 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 학교의 초등교육 시스템 덕분에 평생 학습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크리스천 정신을 가진 이 학교를 통해 제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학업적인 면에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



Growing in Wisdom & Stature

Stand and be Confident

2 Nash Road, Aidanfield, Christchurch, New Zealand

Phone: +64 (03) 338 8153 

Email: international@aidanfield.school.nz

www.aidanfield.school.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