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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9-13학년 
(나이 만 13-18 세) 

여학생 11-13학년 
(나이 만 16-19 세) 

연락처
HELEN RICHARDSON 
유학생 담당자
전화:  +64 7 957 8843

핸드폰:  +64 21 275 8540

Email: h.richardson@stpauls.school.nz

학생 지원/ 종교·교육 지도자의 보살핌
하우스 시스템 
모든 학교들은 8개의 학교 하우스(4개의 기숙사, 4개의 통학 하우스) 제도에 
속해있습니다. 각각의 하우스 학생들과 교사들은 의무심, 충성심, 우정 어린 
친밀한 유대 관계로 학교 안에서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도와주며, 학교와 하우스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보호자 
세인트 폴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은 보호자(뉴질랜드 지원 담당자)가 요구됩니다. 
학생 가디언(보호자)는 친척, 가족의 친구 혹은 학교에서 지명된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현지 홈스테이 가정과 분리되어 자기를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보호자의 정기적인 만남은 유학생활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디언은 학생의 
가족을 대신하여 부모님-선생님간의 인터뷰 및 다양한 학생의 개인적 혹은 학교 
행정관련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 및 가족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가디언을 이상적으로 합니다.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 동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는 뉴질랜드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으며, 그리 할 시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규정 
세인트 폴 중고등학교는 뉴질랜드 교육부가 개발한 유학생 특별관리 업무규정 
실천요강에 서명한 학교입니다. 코드의 사본은 NZQ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caring-for-international-students  (영문)
www.nzqa.govt.nz/assets/Providers-and-partners/NZQA-CodeKorean.pdf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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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HOI 모험 학교 
타우포 근처에 있는 TIHOI 모험학교는 10학년 남학생들을 위한 두번째 
캠퍼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의 18주 야생 
모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교의 철학은 ‘모험을 통한 학생의 인성의 성장’ 
입니다. 

TIHOI 에서는, 10학년 남학생들이 텔레비전과 핸드폰과 같은 현대 기술과의 
접촉을 끊어버리고 7명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학교 생활과 야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같이 생활 하며 집안일, 
음식준비와 같은 각자에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매주 학생들은 3일은 야외에서 보내고, 나머지 4일은 중요한 과목들이 포함된 
학업 프로그램을 교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야외 활동으로는 카약킹, 항해, 
암벽등반, 등산, 바다 카약킹, 동굴 탐험, 덤불 생존, 하이킹, 현수하강, 줄타기 
도전을 포함합니다.

TIHOI 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부가적인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입니다.

숙박 시설 

기숙사 
세인트폴 학교의 기숙사 생활은 값진 경험이 될 것 입니다. 4개의 기숙사는 
각각 사감교사, 부 사감교사, 양호 교사와 두명의 지도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 개의 남자 기숙사와 하나의 여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매 저녁 기숙사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숙제를 지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홈스테이
현지 뉴질랜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풀 타임 혹은 주말이나 학교 
방학 때에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홈스테이 
가정들은 경찰 신원조회, 학교의 개인 방문으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며 
홈스테이 가정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은 
지정된 가정의 룰을 지키며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다방면 교육
음악, 문화와 기술
세인트폴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음악, 드라마와 예술을 경험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모든 9학년(중학생)학생들은 악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클래스 밴드에 참여해야 됩니다. 장비가 잘 갖추어진 미술실(화실), 디자인 &
기술시설, 암실(사진), 철/목재 작업장은 세인트폴에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여름, 겨울 스포츠 참여는 필수항목입니다. 학교는 최고의 스포츠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비된 하키, 테니스코트, 스쿼시코트, 
25m 난방 가능한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마오리 전통 
학교생활에서 기독교 정신을 중요시 여기며, 세인트 폴의 종교 행사들은 
영국 성공회교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 안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파들, 종교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마오리 언어 수업, 카파하카 그룹(마오리 전통 춤) 그리고 전체 
학교들이 함께하며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들을 통해 뉴질랜드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마오리 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 제공

저희 학교는 해밀턴 시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 
헥타르의 자연 그대로의 뜰과 운동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와 포리트 육상 경기 스타디움, 와이카토 
대학과 근접한 거리의 있습니다.

세인트폴 고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홈스테이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의 각각의 재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 받게 됩니다.

세인트폴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 기숙사를 
겸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생 YEAR 9-10 
(13-15세)은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고학년 YEAR 11-13(15-18세)은 남녀공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년도 
뉴질랜드 중, 고등학교는 1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이 
납니다. 11학년부터 13학년 까지는 연 초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9학년부터 10 학년 까지는 연중 아무 때나 
시작하셔도 됩니다.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지원 
모든 유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어에 있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OL (다른 언어를 쓰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매일 들을 수 있으며, 수업하는 반들은 소수로 이뤄져 
있고 모든 학생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학습 계획에 의해 
지도 받게 됩니다. IELTS와 TOEFL 준비하는 12학년과 13
학년학생들에게는 이 영어 시험준비를 도와주며, 필요 시에는 
학교에서 시험 등록 절차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과목과 자격 
세인트폴 중고등학교는 두 가지 자격증인 NCEA(뉴질랜드 
자격증), 그리고 Cambridge International(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자격증)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국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오래 전부터 
명성이 높습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학생들과 
함께 모든 수업을 같이 받게 됩니다. 9학년과 10학년 과정은 
7 과목으로 구성된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학년~ 13학년 과정은 5,6과목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 시 
필요한 과목으로 선택하여 수업 받게 됩니다.

20명 보다 적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은 1대1로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숙제는 각자 
학생들에게 자기 동기부여와 자기 훈련 방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개별화되고 엄격한 프로그램의 결과로 세인트 폴 졸업생들은 
오클랜드, 와이카토, 시드니, 멜버른, 캠브릿지, 듀크, 예일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