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red Heart College에 대하여
Sacred Heart College 는 1903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지금은 뉴질랜드 최
고 남자고등학교의 하나로써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학교는 기숙생과, 등하교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00년이 넘는 Marist 전
통을, 창시자 St Marcellin Champagnat 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
습니다. 학교 전교생은 1200명은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민족적 바
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60명의 학생들 중에는 60명의 국제 학생들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위치와 시설
학교는 24ha의 공원 같은 운동장에 위치하여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인 오클랜드에서 20분 거리입니다. 학교는 9개의 운동 경기장, 6개의 교육건물,
테크놀로지 시설, 3개의 수영장, 큰 체육관, 컴퓨터실, 그리고 도서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픈한 대 강당은 1500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교생의 조
회, 연주회 그리고 시상식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특성
개교부터 지금까지Sacred Heart College 는 교육적, 예술적, 문화적인
분야에서 전통을 쌓아 오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징들은:
· 전국 평균을 넘는, 지속적이고, 높은 NCEA Levels 1, 2 and 3 통과율.
· 80% 정도인 지속적인, 대학 진학율
· 많은 학생들이 그들이 선택한 과목에서 NCEA(뉴질랜드 학력평가제도)에
서 최우수성적을(장학생선발시험) 취득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많은 주의사항에 주의하게 되어있습니다.
· 학생들은 음악적, 문화적, 운동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룹니다.
Sacred Heart College 졸업생들은 최고의 음악가,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종교 지도자, 시민 지도자로써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장관 Sir Anand
Satyanand, 올블랙스의 주장 Sean Fitzpatrick, 그리고 작가이자 Rhodes
Scholar인 Dan Davin 들은 대표적인 Sacred Heart College의 졸업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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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학교는 학생들의 번영과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 학교는 수년간 전세
계에서 온 국제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국제학생수가 적기 때문
에, 국제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현지 학생들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학
교에는 10개국에서 온 국제학생들이 있습니다. 본교의 유학담당부서에서는 아
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매우 구체적인 유학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과목 선택
교과목 향상 및 성적통보
ESOL
학교생활 및 건강관리
진로상담
홈스테이 및 기숙사 배정
방학 중 액티비티
여행자보험

숙박시설
본교 유학생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교가 승인한 홈스테이 혹은 본교 기숙사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경우 본교 홈스테이 담당교사를 통해 배정되
며, 그 담당자는 유학생의 생활 및 홈스테이를 관리하며 도움을 주게 되는 분 입
니다. 학교 기숙사는 본교 내 위치하고 있으며 9학년부터 13학년 까지170명의
학생을 따스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환경에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기숙사는 유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현지인 친구들과 좋은 관계
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업
본교에는 두 명의 자격을(ELL) 갖춘 교사가 있으며 일반 과목 수업 중 유학생
을 돕기 위한 파트타임 교사도 여러 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학생
의 영어 필요의 정도에 따라 소 그룹으로 나누어 지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여행보험
모든 학생들은 건강보험과, 여행자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생이 보험을
필요로 한다면, 학교측 에서 보험가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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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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