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해밀턴 힐크레스트 국립고등학교 소개  

뉴질랜드 교육도시인 해밀턴시에 위치한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9학년부터 13학

년(중2~고3) 과정으로 활기차고 높은 성취도를 지향하는 남녀공학 국립고등학교

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안정되고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카토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매우 우수한 학업 성

취도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갖춘 학교입니다. 

학생들 개인이 갖고 있는 교육 목표를 잘 지

원해주고 사회성과 학업 성취도 그리고 성공

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힐크레스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수업을 제공해주고 있고, 각개인의 맞춤식 학업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도

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대학진학 준비 및 다양한 취업준

비 과목들을 접할 수 있고, 11학년(고1)부터 13학년(고3)까지 포괄적인 전문직업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경험이 많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영어교육 

학습 분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어학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매주 방과후에 국제학생 

학습반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학생 지원 체제를 갖춘 학교로서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국제학생들에게 우수한 양질의 지도와 상담

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최신의 국제 센터를 구축하여 국제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과 국제학생부 그리고 영어교육 학습분과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교사진을 갖춰 국제학생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도움

을 주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예체능 교육에도 참여

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으며, 음악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실내악단, 교내 오케스트라, 재즈 밴드와 재즈 합창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미술, 예술디자인, 연극, 웅변 그리고 

토론회 등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의 강인한 체력 단련을 위해 하키, 수영, 배드민턴 등의 

서른 개 이상의 운동부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들은 체력훈련 프로그램과 고학년 학생들은 

야외체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 교내외 매우 인상적인 방과후 프로그

램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10학년 학생들 중 일부 선발

하여 오클랜드 인근 하우라키 걸프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트 배리어 섬으로 캠프

를 떠날 기회가 제공됩니다. 5주간의 학업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국제학생들은 매 분기마다 특별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1박 2일 캠프와 야외 바비큐 파티 그리고 볼링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다양한 민족의 학

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우 활기찬 다

문화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마다 가을의 대잔치 (Autumn 

Gala)와 국제 잔치 (International Gala)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매우 명망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국제 학생들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기 지원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국제 학생 담당자 Raelyne Selby (레일린 셀비, 국제부 관장)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rselby@hillcrest-high.school.nz  

휴대폰: +64 27 621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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