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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 Mai Haere Mai

Our Vision

A very warm welcome to new families to our St Mary’s School
Community. We look forward to a shared and continued
partnership where together we realise the full potential and
unique gifts of your child. BEN FULLER, Principal

At St Mary’s we aim to be Christ-like
through prayerful hearts and willing hands.
With reflective and creative minds we
challenge ourselves to be the difference.

Parent Engagement
• Communicating
Invest time in establishing personalised
communications with all parents.
• Decision Making
Consult parents wherever possible.

Our Learning Vision
Our Mission Statement

To develop assessment capable students,
teachers, school leaders and parents.

Our Values

St Mary’s Catholic School is dedicated to ensuring
that all students live and learn Christian moral
values and spirituality in the Catholic tradition,
developing full academic potential while being
exposed to a diversity of cultural experiences in
a caring environment.

Truth
Mercy
Faith
Wisdom

환영합니다.
타우랑가 시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카톨릭 학교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인트 메리 학교 재학생들은 양질의 교육과, 다양하고 균형잡힌 학습
경험을 통하여 배움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재학생 모두가 최고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Welcome

Learning

Greetings and Welcome to St Mary’s Catholic School,
Tauranga. At St Mary’s Children develop a passion for learning
through quality teaching and a balanced, yet diverse range
of learning experiences. We encourage and foster a love of
learning and strive for excellence within a quality learning
environment.

The students are immersed in quality class based learning
programmes that promote a strong literacy learning focus.
The class based programme is supported with small group
sessions instructed by our specialist ESOL teacher, Mrs Rosie
Peacocke. Each of our international students spend four 30
minute sessions with Mrs Peacocke each week.

We have an extremely talented and professional team of staff
members, supported by a dedicated Board of Trustees and a
committed parent community. Our harbour setting is second
to none; a fantastic place for children to come and learn, and
a rewarding place for teachers to come and teach. It is our
collective aim to provide the very best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of our students.

Mrs Rosie Peacocke is a registered teacher who has been
teaching English to International Students at St Mary’s for
six years. She believ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enrich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school and their contributing gifts are
an integral part of St Mary’s Special Character.

St Mary’s Catholic School is one of the leading academic
schools within the city of Tauranga. We have been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for
almost 10 years. Students at St Mary’s are exposed to many
new opportunities in a significantly resourced environment and
taught by committed teachers. We value the enrichment of the
arts and encourage students into many sporting pursuits.

Pastoral Care
The pastoral care of our International students is extremely
important to us and includes assistance with enrolment,
orientation into the school and to the local area.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able to meet with our
International Students Tutor at any time to discuss problems
and experiences around school.
The International Students Tutor meets with parents once a
term to share information relevant to their child’s learning
development. A new initiative that has commenced is for our
school to host a termly afternoon tea, with parents and agents
invited. We hope that this will provide a successful way for our
International families to meet up with each other.

본교에는 재능있고 전문적인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학부모 단체의 활동도 매우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구를 배경으로 자리잡은 교정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기에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즐겁고
보람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교는 세인트 메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가장 최고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카톨릭 학교는 타우랑가 시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본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온 국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세인트 메리 재학생들은 풍부한 교육 자료를 갖춘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의 지도아래 오늘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학습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스포츠 등의 예체능 활동도 중요시 합니다.

국제 학생들을 위한 ESOL 프로그램 운영
본교에서는 국제 학생들의 영어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몰입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프로그램은 ESOL 전문 교사인 로지
피콕 선생님에 의해 진행되며 소그룹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본교에 재학중인 국제 학생들은 매 주 4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업은 30분동안
진행됩니다.
ESOL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로지 피콕 선생님은 본교 정식 교사로 지난 6년동안 세인트 메리 학교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제 학생들이 본교의 문화적 다양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오고 있고 이는 세인트 메리 학교의 특별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학생 관리
본교는 국제 학생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입학절차를 위한 도움, 학교와 지역 사회 소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본교의 국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언제든지 본교 국제 학교 담당 교사를 만나 애로사항을 상의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 담당 교사는 텀당 1번씩 국제 학생 학부모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및 학생들의 학습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2015년 부터는 국제 학생 학부모님과 유학원 직원들을 초대하여 각 텀별로 1번씩 afternoon tea 모임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Afternoon tea 모임은 얼굴도 보고 차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국제 학생 가족들의 친목 도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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