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MARY’S COLLEGE, AUCKLAND
Catholic School for Girls
카톨릭 여학교
Intermediate & High School Years 7-13 (11-18)
초중학교 & 고등학교 (11세 부터 18세)

학문적 우수성 – NCEA ( 뉴질랜드 커리큘럼 ) & 대학입학 점수
St Mary’s College 는 우수한 학문의 전통을 고수하고있는 오클랜드 최우수 학교중 하나
입니다. 저희 학교는 7학년부터 13학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뉴질랜드 대
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2018년 NCEA (뉴질랜드 커리큘럼) 성적

Level 1 (고 1)

94.6 %

Level 2 (고 2)

97.3 %

Level 3 (고 3)

93.5 %

University Entrance (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점수)

85.2 %

모든 13학년 (고 3)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였고, 성공적인 대학진학으로는
앨리스 섄, 중국 - 오클랜드 대학교 과학 전공
유카 후지, 일본 - 소피아 대학교 - 세계적 시각, 저널리즘 전공
베네사 챈, 홍콩 - 오클랜드 대학교 - 공학전공

각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생케어 (학생 지원, 돌봄)
2019년 현재 10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이중 42명의 유학생이 정규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습 기준에 도달하는것을 돕기 위해 최
선을 다해 학생들을 케어, 지원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1850년에 설립된 학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여학교 입니다. 전통과 문화의 풍
부함은 저희학교의 정신적인 가치관인 “Mercy” 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존중되고 공동체 의식과 함께 다양한것을 공유합니다 (보살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경).
시내 중심부에 위치
저희 학교는 오클랜드 근교의 폰손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폰손비는 시내 중심부이며,
시내중심에서 도보 10분거리에 있습니다. 저희학교는 전통적인 시설과 현대적인 시설
인 수영장, 테니스 코트, 체육관, 역사가 있는 예배당이 아름다운 시내와 하버 브릿지가
한눈에 보이는 넓은 부지안에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부
St Mary’s 음악부는 뛰어난 수상 성적과 함께 우수한 음악수업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음
악부는 많은 학생들이 음악적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단기 유학생, 학비 등등 질문이 있으시다면
Sue King, 유학생 담당 선생님 께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sking@stmaryak.school.nz 학교 홈페이지 : www.stmaryak.school.nz
학교전화: +64 9 376 6658 ext 817.
휴대전화: +64 21 157 8776
Ph: +64 9 376 6658 ext 817.
Mobile: +64 21 157 8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