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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걸스 칼리지를 선택하는 이유 

‘새에게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날아, 비상하게 하라’
Mā te kahukura ka rere te manu, ka rere runga rawa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공립 여자고등학교로 1,450명의 재학생과, 60명의 세계 각 국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웰링턴 중심
부에 위치한 우리학교는 1883년 개교 이래 여학생 교육을 맡아왔고, 탁월한 학업과 스포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 학생들은 90%가 뉴질랜드 대학 입학자격을 
획득하며, 최상위 시험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Level 1 2 3
2015 96% 98% 95%
2016 95% 97% 98%
2017 96% 97% 95%
2018 93% 96% 97%

 또, NCEA에서 매우 높은 점수인 우수(Merit)와 최우수
(Excellence)를 획득합니다.

 https://wgc.school.nz/our-school/school-performance/

•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환상적인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걸어서 딱 5분 거리에 중앙기차역, 버스터미널,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각 국 대사관과 해변가, 쇼핑 1번지라 
할 거리들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통학 교통편이 편리하
고, 선생님들이 흥미로운 야외 수업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재정자립도(Decile 10)를 자랑하는 여학교입니다. 이는 
수업과 학교 생활의 모든 면, 즉 스포츠, 문화 그룹, 지도
력과 자원봉사 부문에서 높은 열정과 동기를 반영합니다. 

• 본교에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교직원이 7명 있습니다.  
그 중 영어 선생님 2명, 홈스테이 매니저, 지원 직원 1명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유학생 전용 시설이 있는 유학
생회관에 있습니다. 또, 진로 상담관이 있어 매주 유학생
들을 만나 진로 계획, 학업 계획 상담을 하고, 대학 지원 
및 장학금 신청을 도와줍니다. 

•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모든 학생들의 웰빙을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하우스에 속해 9학년에서 13학년의 학생
들과 어울립니다. 와낭가(학년) 선생님과 학년별 부장선생
님이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살피며, 학생들의 건강, 
행복과 발전을 관찰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2명의 
생활지도 상담관 등 7명의 전문인 팀이 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이 특별활동에 참가하도록 권장합니다.  
100개가 넘는 학교 스포츠팀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클럽이
나 오케스트라, 재즈밴드, 학교 합창단과 같은 문화 그룹에 
몇 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키, 조정, 넷
볼, 농구, 크로스 컨트리, 축구, 수구 등 스포츠가 강합니다.  

• 웰링턴 걸스 칼리지의 학교 시설은 훌륭합니다. 3D 프린
터가 있는 첨단 기술 교실이 2개 있고, 학교 전체에서 와이
파이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며, 현대식 과학 실험실, 전문
가급 드라마, 음악, 미술, 미디어실, 2개의 체육관, 멀티스
포츠 인조 잔디구장, 유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 정면의 
유학생회관 등이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홈스테이는 경험이 많고 잘 보살펴 줍니다. 
본교의 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시내 곳곳의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오랫동안 웰링턴 걸스 칼리지와 
함께 한 홈스테이가 많고, 그들은 유학생 관리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웰링턴을 선택하는 이유 – 뉴질랜드 수도라서 일까요?

• 웰링턴은 삶의 질이 탁월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도이
치은행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웰링턴 주민들의 87%가 삶의 질이 양호하다며, 자신들의 
삶의 질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 웰링턴은 안전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수도로서는 유일
하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안전한 지역사회’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개인의 안전이 가장 좋은 
도시 10위에 올랐습니다(머서(Mercer)의 삶의 질 조사).

• 웰링턴은 다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 웰링턴 주민의 약 30%가 타국 출신입니다. 웰링턴 시민
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15세  
이상 인구 28%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입니다. 

• 웰링턴은 청정한 녹색 도시입니다. 웰링턴 시내를 둘러 
싼 그린벨트에는 걷기와 산악 자전거 트랙이 많고, 해변은 
점심시간에 산책하기가 최고입니다. 웰링턴의 매년 일조 
시간은 2,100시간 이상이고, 거의 500km에 달하는 해안선
과 아름다운 지역 공원들이 있습니다. 

• 웰링턴은 돌아다니기가 쉬운 작은 도시입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버스와 기차 교통망이 있고, 뉴질랜드에서 대중
교통 이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도심 지역은 거의 쉽게 걸어
서 다닐 수 있습니다.

• 웰링턴은 뉴질랜드에서 축제와 음식의 수도입니다. 인구
당 레스토랑이 뉴욕보다 많고, 여러 나라 식품시장도 많습
니다. 웰링턴에는 일 년 내내, 각 종 행사가 자주 열리며,  
무료 행사도 많습니다.

최근 졸업생의 성적

2018년 애슐리 후 – 장학금 20,000달러 – 메시대학교 디자인대학

2018 년 크리스탈 왕 – 홍콩시티대학 미디어학과 입학

2018 년 수 탄 – 20,000달러 유학생 장학금 – 캔터베리대학교 공대 입학

2014 년 베트남 학생 사라 부의 – 20,000 달러 상당의 빅토리아대학교 첫 유학생 장학금 수여. 
대학 재학 중 본교생을 지도했고 현재 웰링턴 시 카운슬에서 일함

2010 년 독일학생 샤롯테 라인하르트 – 웰링턴 걸스 칼리지 조정선수, 현재 독일 조정 국가대표. 
현재 고국 독일에서 의대 재학중

2005 년 베트남 학생 켈리 응우엔 – 본교 최우수학생, 호주 캔버라 호주국립대학교(ANU)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케임브리지대 박사과정 장학금 입학. 현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재직, 연구 성과로 권위 있는 

미국 젊은 과학자상(USA Young Scientist Award) 수상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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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경기도에서 온 강리아 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일년이 되었

고,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2학기째 다닙

니다. 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유학생과  

키위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최고의 홈스

웰링턴 걸스 칼리지 유학생의 경험

테이 가족을 만났고 훌륭한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학생으로서 기대하는 멋진 일이 외국

에 공부하러 온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라

는 거죠. 자신의 한계와 시련을 뛰어넘기 

위해 엄청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

소 유학 생활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은 외로움과 언어 장벽

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키위 친구들을 사귀고, 

‘유학생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저의 한계

를 이겨냈습니다.

웰링턴 걸스 칼리지의 선생님과 학생들

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유학

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도와주어서 그런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웰링턴 걸스 칼리지는 여러분의 어려움

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의 최고 

학교입니다. 여기서 유학생으로 자신에

게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웰링턴 걸스  

칼리지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

를 바랍니다.

• 뉴질랜드의 수준 높은 교육 제도입니다. 뉴질랜드는 
2017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선정한 미래를 위한 학생교육 세계 
1위 였습니다. 뉴질랜드의 교육 제도는 학습에서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과 독립성을 가르칩니다. 

• 뉴질랜드의 탁월한 학교입니다. 뉴질랜드의 모든 대학은 
TMS세계 순위 상위 3%에 속합니다.

• 뉴질랜드의 중등학교 자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국가학업성취도(NCEA: National Certificate in Educational 
Achievement)는 태국, 미국, 독일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습니다. 

• 뉴질랜드는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로 세계평화
지수(WPI: World Peace Index)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2위입니다.

• 뉴질랜드의 유학생들은 정부 특별 관리지침에 따라 보호 
받습니다. 뉴질랜드는 유학생의 적절한 보살핌을 보장 
하기 위해 정부 특별 강령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규정은 2001년 도입되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정기적으로 개정하는데, 가장 최근 개정은 2019년 7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이 지침내용을 담은 웹사이트 
입니다. 
https://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education-code 
-of-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