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학생을 잘 이해합니다.

랑기루루의 교육이념
랑기루루 걸스 스쿨은 기독교 장로회
학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랑기루루 걸스 스쿨은 기숙사를 갖춘 사립학교로, 7학년부터13학년까지 있으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중심지에 있습니다. 1889년에 설립된 랑기루루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학교 중 하나로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이 빛나는
명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존중 (Respect)
사랑 (Aroha)
노력 (eNdeavour)과 열정
(eNthusiasm)
관대한 정신
(Generosity of Spirit)

우리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진실 (Integrity)

가장 최근의 2018년도 NCEA
(국가인증 학업성취도) 성적과 대학
입학자격, Scholarship (NCEA Level
3 보다 한 단계 위인 시험)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

랑기루루 걸스 스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NCEA (레벨1, 11학년) 99.1%
NCEA (레벨2, 12학년) 100%
NCEA (레벨3, 13학년) 97.3%
대입 자격 취득 비율 97.3%
Scholarship 시험 합격 26명, 성적
우수 (Outstanding Performance
Scholarship) 6명 포함.
학업 성적 뉴질랜드 상위 3% 유지
랑기루루 학생 95% 이상이 뉴질랜드
국내외 3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며,
많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진학과 직업선택 교육
크림슨 에듀케이션을 소개합니다.
랑기루루는 진학과 취업에 혁신적인
전문가들과 협업합니다. 크림슨
컨설팅이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과 통합적인 지원을
합니다. 랑기루루는 뉴질랜드 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크림슨 컨설팅과
파트너십을 맺어 개인별 학습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림슨의 서비스: 아이비리그 입학
지원, 의대 진학 컨설팅, 스포츠
장학생 지원, 과외활동 조언, 리더십
조언, 직업선택 조언, 개별 맞춤 모집,
국제 유수의 (교육)기관에 최적화한
자격 구비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보호 관리와 행복
랑기루루의 학생 보호망은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기숙사나 홈스테이
가정 어디에 있든지, 학업과 방과 후 생활에서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유학생 담당 선생님, 각 학년 담당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 개인지도 선생님, 학교 목사님, 기숙사 직원, 가정에서
지정한 보호자 모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서비스
우리 학교는 시설과 교수진이 우수하며, 학급은 소규모 (최대 25명)
로 운영합니다. 신입 유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가디언/보호자도 초청하여 학교를 소개하며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낮은 유학생 비율 - 전체 학생 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랑기루루를 선택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 학생들은 학급, 무대, 운동장에서
누구나 리더가 됩니다.
• 과학, 기술, 공학과 수학 (STEM)
분야에서 공부할 기회가 많습니다.
• 랑기루루는 뛰어난 학업 성취를
이루는 문화를 만듭니다.
•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합니다.

개별 맞춤 학습

목표

능력

관심

학습 지원

개별 맞춤 학습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우리는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학생의 개인적 관심과 목표,
그리고 능력에 따른 필요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학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의 교과과정
활동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개별 맞춤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를 함께 신경 쓰며
지도하는,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 보호
방침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스포츠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최상위권 성과를 달성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30종 이상이고,수준급 코치가
75여 명이나 있습니다.
엘리트 코치가 지도하는 종목도 다음과 같이 30 여 종이 됩니다.
· 하피 라인스 (Hapi Lines) 캔터베리
터치 코치
· 아론 포드 (Aron Ford) 1st XI
(수석팀) 하키, NZ팀에서 활약
· 조 피고트 (Joe Piggot) 2nd XI
(차석팀) 하키 코치, U18 캔터베리
협회 코치, U15 캔터베리 협회 코치
· 애나 톰슨 Senior A 네트볼 코치-전
Tactix 과 Silver Fern (국가대표)
선수
· 레미 페네온 (Remi Feneon) Prem
테니스 코치 - 캔터베리 코지
· 다시 로즈 (Darcy Rose) Senior
A 농구 - 현 Wildcats 선수, 전
Wildcats 부코치

· 캘럽 해리슨 (Caleb Harrison)
Senior A 농구 - 캔터베리 개발
농구프로그램 조정자
· 샘 더간 (Sam Duggan) Int A 농구
코치 겸 조정 코치 - 현 Wildcats 선수
· 파이 패터슨 (Fi Paterson) 조정 코치
- 전 NZ Elite 조정선수

기숙사 유학생의 교외 모임
기숙사의 모든 유학생은 1주일에
한 번, 수업을 마치고 모두 모여
에프터눈 티 (오후 다과) 모임을
합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 학생들이 고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 유학생 담당
선생님이 이런 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크리스 윈터스 (Chris Winters) 조정
코치 - 전 NZ 조정 대표선수
· 마크 프루톤 (Marc Prutton) 사이클과
멀티스포츠 코치, 전 프로 사이클선수,
NZ age group 사이클 코치, 세계
트라이애슬론 메달리스트
· 존 밀스 (John Mills) 1st XV 럭비
코치 - 전 국가대표

랑기루루는 뛰어난 육상 선수들을 전문가 코치, 지도, 멘토링과 훈련으로
연습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승마
전문 승마 프로그램, 마학 (NCEA 레벨 1~3), 승마
프로그램, 3차 교육기관 진학의 기회
(뉴질랜드 국내외)

기숙사와 홈스테이
뉴질랜드 학생과 유학생은 기숙사 한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합니다.
유학생은 크라이스트처치 내 키위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학생 보호 시스템으로 여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건강하도록 보살핍니다.

국제클럽
랑기루루에는 뉴질랜드 학생을 포함해서 국적 구별
없이 학생들이 1년 내내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교외
모임을 하는 국제클럽이 있습니다.

음악
랑기루루의 음악 실력은 뉴질랜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스텔라 뮤직 프로그램
재능은 잘 가꾸고 길러주어야 합니다. 기량을 펼칠 기회가 있고, 주변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재능은 더욱 발전합니다. 스텔라
프로그램은 별도의 워크숍과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주고, 지역 및
국내외 음악인들을 초대하여 멘토를 만나고 영감을 얻도록 합니다.

공연예술
무대예술 (드라마와 댄스)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아주 다양한 공연 기회를 줍니다.
드라마와 댄스는 7-9학년 교과 일부이고, 10~13
학년에게는 선택과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드라마와 댄스는 매우 인기 있는 과목이자 과외
활동으로 매년 수백 명이 출연자나 단원으로 학교
공연 제작에 참여합니다.

클랜
클랜이란 랑기루루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학교는 학생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문화와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키우도록 합니다.
여섯 클랜이 있는데, 7학년에서 13
학년 학생들이 고루 섞인 수직적
그룹입니다.
클랜 명은 스코틀랜드의 성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밸모랄
브래머
도운
던베건
글램즈
스털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