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Mary’s College

카톨릭 여학교
중고등학교 7학년부터 13학년(연령11세-18세)

국제적

숙식과 학문적 지원
학생들이 존중됨을 느끼는 우수한 학생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복감의 주요한 부분은 그들의 숙박이며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숙박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사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숙소를 검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숙소는
대부분이 도보 거리에 있거나 학교에서 짧은 버스 노선안에 있습니다.
학교내 일본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선생님들이 상주하시며 모든 국제학생을 위해 학생 연락
담당자가 계십니다.

오클랜드시 중심부 위치

시내 중심에서
도보 10분거리

지금 신청하세요 – www.stmaryak.school.nz
Sue King, 유학생 마케팅 이사

이메일: sking@stmaryak.school.nz
전화: +64 9 376 6568 ext 817 | 휴대폰: +64 21 157 8776
11 New Street, Ponsonby, Auckland 1011, New Zealand

뉴질랜드,오클랜드시 중심부에
위치
뉴질랜드내 최우수 학문적
학교들중의 한 학교

소수의 국제 학생
높은 수준의 보살핌과 학문적 지원
뉴질랜드내 가장 오랜된 여 학교중의
하나

모든 유학생은
대학 또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내
최우수 학교
95%이상의
유학생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NCEA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학문적 우수성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오클랜드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며 학문적
우수성의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 11
세-18세)의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대학 입학 시험 경로인 NCEA
과정을 제공하며 뉴질랜드내 일부 최고 통과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을 환영하는 환경의 풍부한 문화와 우수한 교육적 경험 제공이
충분한 지속적으로 오클랜드내 최우수 학교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NCEA는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인증자격증이며 어떤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입학이 용이합니다.

저희 학교는 유학생들이 배우고, 자라고 그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하는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약속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반드시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뉴질랜드내 또는 해외의 최고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목표와 우수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1850년에 설립된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자비의 정신적 가치에
근거하여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진 뉴질랜드내
가장 오래된 여자 중고교입니다.
이학교의 독특한 학풍은 공동체 의식과 보살핌, 존경 그리고 자비심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버네데트 스톡멘 여사, 학교장
Mrs Bernadette Stockman, Principal

67%의
유학생들은
우량또는 우수의
성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주 행복했어요.
유학생도 너무 많지 않았구요. 전 지금
오클랜드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 이 유진, 한국, 2013년

문화적 다양성 찬양

과외 활동

세인트 메리 학생들은 독특한 학풍으로 이점을 얻으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계발하면서 타인을 대함에 관대합니다.

이 학교는 높은 수준의 학문적 교육과정과 폭넓은 과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며 모두에게 존경과 자비를
표하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세인트 메리 음악부에서 악기 연주및
가창의 기회를 가지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 유학생 대사및 친구들이 유학생들의 도착및 학업 기간
동안 돕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수한 음악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음악부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학교 과정의 필수이며 라크로스, 테니스, 수영 그리고
베드민턴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세인트 메리 학교에서 2년남짓 공부했으며 시내에 아주 가까이 위치한 것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주 친절하셨고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필요했던 모든 인증서 획득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툐코에 있는 도시사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키 후지타, 일본,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