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학습 프로그램

핵심교과 과정에 더불어,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학생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환경의
이용과 기초 수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상 프로그램을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 유학생의 진학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 (1학년~ 8학년), (만5세~ 만13세)

특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은 7학년을 대상. 워터 와이즈는 보트타기와

현지의 아주 우수한 3개 학교들 중 선택하여 입학 할 수 있습니다:

: 강사에 의한 수영은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 수상운동
카약타기로 8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야외 교육활동: 학생들이 우리 지역안에서의 자원들을 이용

가능 하도록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 경험들은 배움의 가치를
증대시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고등학교 (9학년부터 13학년) (만13세부터 만18세) 유학생은
글렌다위 컬리지 www.glendowiecollege.school.nz
셀윈 컬리지 www.selwyn.school.nz

세크리드 하트 컬리지 www.sacredheart.school.nz

예술공연 : 해마다 학생들은 학교 합창단, 소년 뮤직그룹,

오클랜드에 있는 대학들

학생들은 에어로빅 운동을 통하여 다른 학생들을 이끌어 주는

인증된 3개의 국립대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응원단, 힙합, 점프잼등 예술단체들의 공연에 참여하며, 또한,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학교 캠프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기 관리, 사회적 협력과

육체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외 활동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8학년에게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St Heliers School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뉴질랜드 국가에서
오클랜드 대학 University of Auckland www.auckland.ac.nz
매시 대학 Massey University www.massey.ac.nz

AUT 대학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www.aut.ac.nz

제 2 외국어 프로그램 (중국어-맨다린)은 전체 5학년부터 8
학년까지 배우게 됩니다.

실내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건전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Auckland
North
Island

South
Island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Mrs Julie Oakford 에게 이메일
julieo@stheliers.school.nz 로 문의하십니다.
학교 주소 : 126-160 St Heliers Bay Road, St Heliers, Auckland 1071
연락처：+64( 국가번호 ) – 09( 지역번호 ) – 575 8311 ( 전화번호 )
웹사이트： www.stheliers.school.nz

www.stheliers.school.nz
www.stheliers.school.nz

학교 이념

정직—항상 정직해라.

책임감—신뢰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책임있게 행동 해라,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근면—분별력있고 성실해라
자기훈련—자제력을 보여라

존중—타인에게 예절과 공손함과 공정함을 보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화들의 차잇점을 중요시해라

배려—우리 학교와 공동체, 지구와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환경에 가치를 인식하며 고맙게 생각하자

유학생을 위한 관리 규정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2016년 교육 특별관리규정 (유학생

뉴질랜드의 중점 교육 과정 — 우수성을 향한

선호지역인 오클랜드의 동쪽, 세인트 헬리어스 해변가에 자리하고

nzqa.govt.nz 에서 조례의 복사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아주 편리한 교통을 가진 우수학군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환경은

있으며, 유학생들은 그들이 우리 학교에 머무는 동안 그 학생들을

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의해 규정 되어진 8

놓여진 산책로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학생 개개인의 생활과 학업 과정은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영어, 수학과 통계, 과학, 기술과 정보 및 응용과학, 사회과학, 체육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 중점 능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초 · 중등학교입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우리의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중 한 분과 꼭 함께 살아야 합니다. 7학년과 8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있습니다.

위치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며 생활

특별관리)에 의해 감찰과 규제를 받을 것을 협정하고 있습니다. www.

있습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오클랜드 시내와 20분거리의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해마다 소수의 유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하고

최상의 안전과 하얀 모래사장, 아름다운 공원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도와주는 유학 담당교사와 함께 정기적인 특별관리 시간을 갖습니다.
있는 지와 학교와 가정에서 행복한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의깊게

뉴질랜드의 기본 교육과정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지의 주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및 보건, 예술, 외국어와 마오리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1학년(만5세)부터 8학년(만13세)까지의

숙박시설: 1학년부터 6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사고력 항샹, 언어와 기호와 문자의 사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기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하여 고수준의 성취도와 더불어 우수성을 위하여

학년은 부모님중 한분과 함께 또는 키위 홈스테이에서 생활할 수

탐구학습은 탐구수업 유형을 통하여 배워지는 많은 본질적인

우리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교사들과 보조 직원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ESOL

소중하게 다루어지며,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 깊고, 행복하면서, 도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탐구영역으로 학습-광범위 접근 방식입니다. 세인트 헬리어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영어

모든 유학생들은 그들의 학년에 알맞게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지정되어지며, 장기 유학생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 ESOL (이솔)
선생님으로부터 ESOL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 추구이념

세인트 헬리어스 학교는 학문 탐구분야와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학교 생활에서 독립성을 배양하며,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혁신적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건전한 가치들은
모든 학교 활동의 버팀목이 됩니다.

관리, 참여와 기여.

학교의 탐구학습은 학생들이 고차원 문제에 질문하는 능력과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깊게 생각하는 사람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가인 책임감 있고 자기 주도적이며 평생교육 학습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