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퀴나스에서 배우세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학생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친철하고 가족같은 Aquinas College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유학생부는 각 학년 학장, 학생 건강&복리 담당자, 종교적인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교감 선생님과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24 시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학생들의 총체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아퀴나스 칼리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충실히 참여 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는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운동과 예술 그리고 문화
활동, 자원봉사, 인맥 형성, 사회성, 대인 관계 형성을 포함합니다.

아퀴나스 칼리지는 유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부유한 문화유산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아퀴나스는 학생 개개인의 미래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학습 목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영어 수업에 더불어, 학생들이 현지 교과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키위 (뉴질랜드 현지 학생)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원할 경우 NCEA (뉴질랜드 학업 성취 증명서 과정)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NCEA는 뉴질랜드의 학업 평가 제도로 학교 자체 평가의 내신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통해 Level1, 2 and 3 세 단계가 평가 됩니다.
아퀴나스 칼리지는 동일한 데사일 (decile rating)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들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 칼리지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배움에 충실하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운동과 문화,
창작 예술 활동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Mr. Matt Dalton(멧 달튼) 교장

아퀴나스에서 생활하세요
아퀴나스의 유학생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목표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이고
소중한 경험들을 안전한 환경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유학생부는 각 학년 학장, 학생 건강&복리 담당자, 종교적인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교감 선생님과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24 시간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학생들의 총체적인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아퀴나스
칼리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충실히 참여 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는 학업 성취 뿐만 아니라
운동과 예술 그리고 문화 활동, 자원봉사, 인맥 형성, 사회성, 대인 관계 형성을 포함합니다.

“잘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즐거운
아퀴나스에서의 생활과 뉴질랜드 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유학생
학생들은 학교 캠프와 고학년 야외 활동 프로그램, 체육 실기, 수영, 인터네셔널
주간, 봉사의 날, 아퀴나스 데이, 해질 녁 축제 (Twilight FESTIVAL),
칼리지& 교구 미사등 연중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아퀴나스 생활을 위해서, 친절하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주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연결해 드립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경찰 기록 조회를 통과해야만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육체적 성장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검증 받습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은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를 할 수 있거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 칼리지는 유학생들을 위한 종교적인 카운슬링 코드를 준수하며
(code of complian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2016)
에듀케이션 타우랑아 네크웍을 통해 타우랑아 현지 학교들과 협력합니다.
“일년 동안의 아퀴나스 칼리지 생활 후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은 우리 학교의 유학 프로그램 실행 후 가장 큰 실력 향샹을 이루었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생동감있는 학생으로 변화하였고

언제나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살펴준

유학생 담당 선생님과 담당 직원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퀴나스에서의 일년을 언제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Mr. Peter Aubin (피터 아빈) 오사카 Jun-ei Jogakuin 고등학교, 일본

지금 지원하세요
아퀴나스 칼리지는 오클랜드 남동쪽
2시간 30분 거리의 인구 12만의
도시, 타우랑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우랑아는 공항과 크루즈들이 정박하는 항만이 있는
곳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타우랑아가 위치한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은 따뜻한 기후와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해변 그리고 키위(과일)와 아보카도로 유명합니다.
아퀴나스 칼리지는 2003년, 시내 중심에서 10km에 위치한 3만평의 공원같은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최신 시설의 과학실, 큰 규모의 체육관, 모든 것을 갖춘
음악실, 디지털 기술을 갖춘 교실들, 상업용 시설의 주방과 마오리 전통의 회의
장소 “WHARE” 등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최상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퀴나스 칼리지는 남녀 공학의 준 사립 학교로 7
학년 (만 11세 이상) 부터 13학년 (약 만 18
세까지) 까지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로 부터 데사일 (Decile) 8을 받았으며 현재
75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대
28명의 유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움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영어 대화 실력과 천주교리에
대한 존중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을 수락합니다.
유학생들에게 배정된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입학을 원하시면 수속을 위한 서류 작성을 마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수속을
위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aquinas.school.nz/apply-here

학생비자와 뉴질랜드에 머무르는 전 기간 동안 커버가 가능한
모든 부분 두루 보장이 되는 여행자 보험이 필수 요건입니다.
아퀴나스 칼리지 입학 상담을 원하시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실 경우 유학생부 최고 책임자 Ms. Donna
Jarden (도나 자던),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직통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64 27 6555 237
+64 7 543 9038
djarden@aquinas.school.nz
www.aquinas.school.nz

“유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뉴질랜드에서의 배움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Ms. Donna Jarden (도나 자던) 유학생부 최고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