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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지원팀
왼쪽부터 순서대로:

베벌리 스튜어드 
국제학생 교육 지원처장

수 킹 
국제학생 지원팀장

사만사 반 드벤터 
국제학생 홈스테이 관리자

St Mary’s College

가톨릭여자중고등학교 
7학년-13학년 과정 (11세–18세) 
뉴질랜드 오클랜드 폰손비

21ST CENTURY WOMEN OF MERCY

국제학교

신청 절차
연중 상시로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내 
공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 미만의 단기 유학생의 경우 일정 인원으로 제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을 보시려면 
www.stmaryak.school.nz 을 방문하십시요.

도심까지 걸어서 10분

SMC에서의 경험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 곳에서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 다정한 선생님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 분들 모두 보고 싶을 거에요! 
현재 저는 도쿄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 중입니다. 
카와고에 미유- 일본



도심과 매우 가깝고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서 St Mary’s College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졸업한 후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 과정을 전공 
중입니다.  
주 웬쉬엔(찰리) - 중국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음악 교육 
높은 평가를 받는 저희 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은 우수한 
수준의 음악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년 동안 많은 수상 
경력을 쌓아 온 오케스트라, 실내악 오케스트라, 공연 
밴드, 시니어/주니어 합창단 등 다양한 음악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영합니다
St Mary’s College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 내 최상위권 학교로 평가받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 선택에 힘입어 높은 학업 수준을 
지향하도록 교육적 지원을 받으며, 본교 졸업생의 세계 
대학 진학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여자 학교인 이 곳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신감과 강한 사회적 정의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0명의 
현지 학생과 45명의 소수 국제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과정
St Mary’s College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1-13학년 
학생들을 위해 역동적인  NCEA 커리큘럼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최고의 
성공률을 달성해왔습니다. NCEA는 뉴질랜드 내 모든 
대학 및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순조로운 진학을 도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교육과정입니다.

NCEA  
2020년 합격률
97.2% 1 레벨
97.6% 2 레벨
98.6% 3 레벨
94.2% 대학입시

우수한 홈스테이 시설
전담 홈스테이 관리자가 있어 학생들의 행복을 보장하며 
학교 내 홈스테이 시설 또는 학부모/가디언 관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스트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재학하며 학교 주변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6대의 스쿨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오클랜드 센트럴 및 주요 시설
저희 학교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폰손비라는 오클랜드 센트럴의 교외 지역에 있으며, 
오클랜드 도심과 시티 센터까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과 같은 주위 
환경과 오클랜드 시와 와이테마타 항구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경관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St Mary’s College는 다음과 같은 웅장한 빌딩과 
쾌적하고 다양한 현대식 시설 및 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댄스 스튜디오, 컴퓨터 디자인 학습실, 체육관, 최신 과학 
실험실, 30미터 규모의 수영장, 음악연습실, 음악공연장, 
테니스, 넷볼 및 농구 코트.

학습 활동과 학업 지원
St Mary’s College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의 정신을 지향합니다. 세 명의 국제학생 전담 직원이 
45명의 국제학생을 돌보고 있으며 각 학생에게 전문적인 
영어 학습과 맞춤식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국제학생에게는 현지 친구가 한 명씩 배정되며,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가입 및 St Mary 학교 생활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International Ambassador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타 가톨릭 남자 학교인 St 
Peter’s College와 함께 정기적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과 동아리
St Mary’s College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포츠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구적인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 중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10개 이상의 문화적 그룹 
뿐만 아니라 학습 발전과 재미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30
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내 행위 
예술 프로그램, 세계적인 청소년 포상제인 Duke of 
Edinburgh’s Hilary Award,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 
및 리더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스포츠
스포츠는 저희 학교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학생들이 재밌고 도전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농구, 하키, 
수영 등 다양한 팀 경쟁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으며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 스키, 항해술 등 전문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학사일정 (추후 결정)
1학기 2022년 2월 1일-2022년 4월 14일
2학기 2022년 5월 2일-2022년 7월 8일
3학기 2022년 7월 25일-2022년 9월 30일
4학기 2022년 10월 17일-2022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