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SWAY SCHOOL

International Student Handbook
KingsWay School has agreed to observe and be bound by the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published by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 Copies of the Code
are available on request from this institution or from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http://www.nzqa.govt.nz/about-us/news/new-code-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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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생님 유학생 환영 인사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뉴질랜드의 교육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힘든 일에 대한 도전과 학문, 스포츠 그리고 문화적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전세계 각 나라의 학생들에게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킹스웨이학교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기독교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성공에 대한 결의가 있고 자신의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취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훌륭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학생들이 배움과 올바른 태도를 통해 모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한 양질의 교육은 학교와
가정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뛰어난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에 목표를 두는 것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탐구적인 마음과, 훈련에 대한 감각과 협력하는 자세와 책임감을 갖는 것
 다른 문화배경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지도력에 대한 역량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
 높은 기준의 정직성, 성실성과 예절을 갖는 것
 장래의 진학과 취업기회를 준비하고 선택한 전공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는 것.

뉴질랜드를 유학의 목적지로 선택한 학생들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킹스웨이스쿨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멋진 도전과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이 나라의 거주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학교장 Graeme Bu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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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를 위한 행동 규정
킹스웨이 스쿨은 유학생 등록 서명학교로서 뉴질랜드 국가 교육관리 기관 (NZQA)에서 제공한
유학생 관리를 위한 행동규정에 의거하여 유학생을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본은
다음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nzqa.govt.nz/about-us/news/new-code-of-practice/ 또는 www.kingsway.school.nz

킹스웨이학교에 관하여
킹스웨이스쿨은 기독교 준사립학교입니다. 현지인 학생들의 주류가 기독교인 입니다.
유학생은 성경공부 시간등 기독교학교 특성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와 의지가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뉴질랜드 국가 지정 과정
(NZQA)을 따르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이뤄 집니다.
킹스웨이스쿨 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치: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하며 오클랜드 시내에서 약 30 분 운전거리 입니다. 해변과
아름다운 비치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 오클랜드는 약 12-15 도 정도의 기온의 겨울 우기 (비오는 날이 년 124 일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때는 7 월과 8 월 입니다. 여름 평균 기온은 20-25 도 정도이며 가장
온도가 높을 때는 1 월과 2 월 입니다.
교통: 학교버스는 학교를 중심으로 50km 정도의 반경으로 운행이 됩니다. 버스비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숙박: 학생들은 홈스테이 또는 친척이나 가족과 가까운 친구인 지정보호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아파트가 지역에 있고 거의 모든 집은 작은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비용은 비용내역 면을 참조해 주십시요.
입학학년: 1 학년 부터 13 학년
규모: 약 1300 명의 학생이 3 곳의 캠퍼스에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축구, 하키, 럭비 그리고 농구 팀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하는
드라마, 무용, 음악과 미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드라마, 미술, 음악의 재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를 매년 공연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실내체육관, 하드코트 (하키, 테니스 구장), 잔디구장, 컴퓨터실, 음악, 무용, 드라마
스튜디오, 미술실, 기술, 요리, 가사 시설 등을 포함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페이지를 통해 시설들과 이에 함께 제공되는 수업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1 월말에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어서 12 월 중순에 마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 년에 4 학기가 있고 각학기 사이에 2 주의 방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12 월에 시작하는 방학은
약 6 주 정도입니다.
학기 일정 – 학교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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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년 나이
뉴질랜드의 나이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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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평가: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 (영어시험)를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학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영어능력이 안될 경우에 한텀이나 그 이상의 기간동안
어학원을 다닐 것이 요구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 학생일 경우 별도의 경비가 필요한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학생들의 최대의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섬기는 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하는 배움의 기독교 공동체

교훈
믿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섬기는 지도자

신앙 선언문
킹스웨이스학교는 기독교학교 입니다.
킹스웨이학교는 초교파입니다. 교직원과 학교가족들이 다른 여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믿고 선언 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며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셔셔 권능과 영광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을 무오한 계시로 하나님께 직접 감동으로 사람에게 주셨고, 삶과
믿음의 모든 일에 대한 최고의 권위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창조, 섭리, 구속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으며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 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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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을 하였고 죄의 결과로 타락, 심판과 정죄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선한 일의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거듭남, 믿음, 회개, 성화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의 절대적인 필요를 믿습니다. 신자가 거듭날 때 성령의
내주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용서 받음과 의롭게 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하심을 믿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교회 즉, 성령을 통해 하나된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입학기준
킹스웨이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킹스웨이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 기독교정신 중심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홈스테이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학비동의서와 입학원서에 부모님이 서명을 해야합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료와 개인소지품 보상을 위한 적합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기 전에 질병, 태도, 장애 또는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으면 킹스웨이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킹스웨이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최소한 중하급수준의 영어가 요구됩니다.
킹스웨이학교는 학생의 영어능력을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생의 영어가 적당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한 영어능력 준비를
위하여 어학원으로 보내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일 경우에는 추가경비가 필요한
도움이 학교 내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결과가 포함된 최근 2 개의 학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공증 성적표만 접수 가능합니다).
킹스웨이학교는 학교장이이나 교무과장선생님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킹스웨이스쿨의 의료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부모님의 킹스웨이에서의 학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유학비자를 위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킹스웨이학교의 전문직원의 과목선정과 영어반편성에 대한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등록 과정
모든 입학서류는 international@kingsway.school.nz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해서 작성되고 서명되어진 입학원서
 추천서 - 최종학교에서 킹스웨이학교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최근 2 개의 학교성적표
 학생의 사진이 있는 여권면 사본
 입학금 뉴질랜드달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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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정이 정해짐 (학교또는 학생이 뉴질랜드에 없을 경우 스카이프, 위챗,
카카오톡 또는 전화일정으로 잡음)
입학이 받아들여 졌을 때 조건부 입학허가서가 발급됨
학비와 홈스테이비용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됨. 비용은 반드시 먼저 지불되어져야 함
(학생비자발급조건)
비용이 지불되어지면 영수증이 발급되어지고 영수증번호와 지불내용이 기재된
입학허가서가 발부됨
뉴질랜드 유학생 규약의 의무사항인 유학생보험은 학교를 통해서 구입할 수 도 있고
직접 구입하여도 됨
예방접종표 제출
의료서식 제출
인터넷 안전사용 동의서 제출

중요: 올바른 학생비자와 유학생보험 없이는 킹스웨이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학생비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에 이용이 가능. www.immigration.govt.nz

킹스웨이학교에서의 학업 조건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업시간 주어진 과업과 숙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킹스웨이학교는 학생을 위한 최적의 홈스테이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비자의 기한
내에 학교에서 지정한 홈스테이에 있어야 합니다. 킹스웨이학교의 유학생들은 플랫
(친구와 살기)이나 호스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본국으로 갈 때 학교장의 허가가 없는 한 따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정의 과제와 시험을 완수 하기 전에는 학사
일저이 끝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생비자는 킹스웨이학교의 이름 하에 주어집니다. 비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학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학교로 바꿀 경우 적합한 절차를 통해
뉴질랜드이민성으로 부터 바꾸는 학교의 이름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보호자로 서류에 의해 지정된 어른이 있을 경우 그 보호자는 비자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킹스웨치학교의 등록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의미의 서명을 부모님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환불 규정
입학원서의 환불규정 안내를 참고 하세요.

뉴질랜드 관련규칙
1. 뉴질랜드에서의 운전
킹스웨이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은 차량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배우고 싶으면 부모님과 유학생처장으로부터의 서면 허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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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출신나라의 법적인 운전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공식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뉴질랜드에서의 여행
뉴질랜드에서의 여행은 먼저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킹스웨이학교는
여행계획이 학교의 규정에 어긋날 경우 여행허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여행 (귀국)
해외여행에 대해서 유학생부서에 반드시 여행계획과 항공편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
공항까지의 교통편과 돌아와서 공항으로부터 홈스테이까지의 교통편도 미리
유학생부서에 알려줘야 합니다.
4.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2, 13 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10 시간 이내의 일을 유학생처장의 허가하에 비자조건
변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안내














모든 킹스웨이학교의 유학생은 킹스웨이학교가 승인과 관리하고 있는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아주 포괄적인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홈스테이를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18 세 이상은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집니다.
집은 유학생관리규정의 의무조건에 의해서 검사되어집니다. 킹스웨이학교는
관리규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각 홈스테이 집을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가면 내자녀를 위한 어떤 환경을 내가원하고 어떤 안전수칙을 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홈스테이가정을 선정하고,
감시하고 학생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학생들의 모든 요구조건을 우리는 항상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아이가
없는 집, 고양이나 개가 없는 집, 피아노가 있는 집, 학교랑 매우 가까운 집등의
조건등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최대로 요구 조건을
맞출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장 첫 기준은 따뜻하고 친근하며 편안한 환경의
기독교가정인 홈스테이입니다.
어떤 홈스테이는 학교와 도보거리이지만 어떤 홈스테이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홈스테이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정원이 있는 집들 입니다.
학생들은 가구가 설치된 독방을 가지게 되며, 옷세탁과 학교에 싸고 가는 점심도시락을
포함한 모든 식사가 제공됩니다.
학생이 그 가족이 일원으로 생활하고 가족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시간을 잘 보내기를
홈스테이는 기대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족모두 집안 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설겆이
분담과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온수, 전기와 전화사용에 대해 신경을 써야합니다. 어떤
집은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물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사용량에 대해 신경을
쓰고 특히 샤워는 짧게 해야합니다. 홈스테이의 허가가 없는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은
금지 합니다. 밤에 일정 시간이 되면 인터넷을 끕니다. 뉴질랜드 학생들이 인턴넷을
사용할 때 열린 가족공간 안에서 사용을 하고 홈스테이 학생에게도 그렇게 요구
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 학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합니다. 주중의
저녁에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주말에 외출을 할 때 홈스테이가정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느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의 내용과 만약에
계획이 변경될 경우등도 받드시 홈스테이 가정에 알려야 합니다. 홈스테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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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시간에 반드시 귀가를 해야합니다. 외출시에는 필요할 때 연락을 위해 받드시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경찰신원조회를 받지 않은 18 세 이상의 사람하고만 홈스테이 학생이 같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것은 유학생의 안전을 위해 유학생복지행동규정에 의한
킹스웨이학교의 실행강령에 의한 책임입니다.
학생들은 다른 집에서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유학생부서의 허가에
의해 학생이 다른 홈스테이로 옮기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경우
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홈스테이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속히 학생이 유학생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유학생 부서에서 이뤄지고, 즉시 해결이 안될
경우 홈스테이가정과 학생의 만남이 이뤄 집니다. 이 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학교가 학생을 다른 홈스테이로 옮기게 됩니다.

홈스테이 비용








비용은 주당 270 불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한 숙박조건을 맞추기 위해 비용은 미리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뉴질랜드 비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이나 지정 보호자와
같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년 생활비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당치 않은 학생 본인의 이유나 태도상의 문제로 일년에 한번 이상 홈스테이를 바꿀
때는 다음 홈스테이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이 방학동안 홈스테이를 떠날 경우 허가서를 작성을 해야하고 유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홈스테이를 없는 동안 주당 100 불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연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에는 보드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원래 홈스테이로 내년에 돌아올 경우:
1. 자신의 짐을 집으로 갖고 가든지
2. 홈스테이에 맡기고 가든지
3. 그렇치 않을 경우 유학생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말의 긴방학동안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방학기간 동안도 홈스테이가정에게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뉴질랜드 가정들은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이기간 동안 가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홈스테이 학생을 이기간 동안
돌보는 것은 별로 편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보호자 (가족에 의해서 별도로 숙소를 정하는 경우)








부모가 학생의 생활하기를 원하는 지정보호자 가정은 학생을 잘알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정이야 합니다.
에이젼트는 지정보호자 될 수 없습니다.
지정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입학원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배정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킹스웨이학교로부터 지정보호자의 집이
승인되기 전에는 학생은 이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정보호자는 먼저 킹스웨이학교의 홈스테이 담당직원과 면접을 해야하고 18 세 이상은
경찰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홈스테이 담당직원의 가정방문 검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를 위한 행동규약에 의거한 최소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학생의 복지
확인을 위해 매년 2 회 가정방문 점검을 시행합니다.
가정 안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어른 없으면 지정보호자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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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스로 학교의 인정을 받지 않은 임대플랫이나 아파트에등에서의 환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킹스웨이학교로부터 퇴교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과 버스










킹스웨이학교가 준사립학교로서 학교버스서비스가 학교로 부터 반경 50km 까지
이뤄집니다.
어떤 버스노선은 무료이고 어떤 버스노선은 유료입니다. AT Hop 라고 불리는 버스카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고 학교버스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스스로 버스카드를 충전해야 합니다.
학교버스노선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kingsway.school.nz/studentservices/bus-routes
다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며 버스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세요.
buses@kingsWay.school.nz
어떤 홈스테이는 학교와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어떤 홈스테이는 자녀를 차로 등하교를 시켜 줍니다.
어떤 홈스테이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대중버스 노선에 있습니다.

학생비자




학업중 비자, 퍼밋, 취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요구조건에 대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http://www.immigration.govt.nz.
비자에 일에 대한 허가가 없는 학생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보험








대부분의 유학생은 뉴질랜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주 중에
의료치료를 받으면 발생하는 비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공공의료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www.acc.co.nz
사고보험:
사고의 관련된 보험은 뉴질랜드 ACC 를 통해서 뉴질랜드시민, 영주권자와 모든
임시방문객에게 적용이 됩니다. 사고이외의 모든 다른 의료치료의 비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acc.co.nz
의료와 여행자보험:
유학생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반드시 적합한 유학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유학생보험 구입: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유학생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신용등급 A 인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이며 주 7 일 하루 24 시간 커버가 되어야 하고,
보험규정, 기간표시, 보험비용, 송환, 혜택등 모든 내역이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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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착?






킹스웨이학교는 공항에서 홈스테이 가정까지 차량운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있고 미리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반갑게 기다리는 정해진 홈스테이 가정으로 공항 도착 후에 데려다 줍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뉴질랜드에 대하서 가르쳐 주고 주변 이웃지역을 구경시켜 줄 것 입니다.
뉴질랜드는 아주 엄격한 항공검역이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통해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
https://www.mpi.govt.nz/travel-andrecreation/arriving-in-new-zealand/items-to-declare/
비행기로부터 어떤 음식물도 가지고 올 수 없고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기내에서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언어로 된 신고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신고서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vt.nz/news/resources/forms/documents/passenger%20arrival%20c
ard%20english%20language%20version.pdf

교복


교복착용은 모든 학생에게 의무입니다. 학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http://www.kingsway.school.nz/student-services/uniform

개학
도착후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뉴질랜드 교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직원들로 부터의 환영
 교복구입시간
 성경에 대한 안내
 영어 편성 시험 (이전에 안본 학생을 위한)
 학교 돌아보기
 도우미 (buddy program) 소개
 뉴질랜드 문화와 환경 이해

건강, 안전과 복지
건강:
 학생들이 몸이 안좋거나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양쪽의 캠퍼스에 전문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호실에 가기 전에 학생들은 수업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부터 노트를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는 유학생이 양호실에 왔을 때 유학생 부서에 알리고 유학생
부서 직원이 가서 학생을 같이 돕습니다. 학생이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학교에 있을 수
없으면 홈스테이 부모나 유학생 직원이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같이 갑니다. 거의 모든 의료치료는 유학생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뉴질래드에서는 의사를 만날려면 메디칼센터로 가야합니다. 의사가 권고를 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니면 병원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킹스웨이 유학생들이 우선 가는 곳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실버데일메디칼센터입니다.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위해 실버데일메디칼센터와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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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dale Medical Centre:
Address: 7 Polarity Rise, Silverdale, Auckland 0930
Phone: 09-427 9997
Hours 8am to 8pm 7 days a week
정상진료 시간 이후의 의료서비스
Shorecare Smales Farm
Location: just off the Northcote exit of State Highway 1.
Ground floor, Sovereign House
Please follow the signs into Smales Farm
Website: http://www.shorecare.co.nz/smales-farm/
Phone: 0800746732
Hours: Open 24/7 365 days of the year.
예약 필요 없음
North Shore Hospital
Address: 124 Shakespeare Road, Takapuna, Westlake AUCKLAND 0622
Website: http://www.waitematadhb.govt.nz/Hospitals-Clinics/North-ShoreHospital
Phone: 09 486 8900
Hours for Emergency Department: 응급상황 만을 위한 24 시간 센터
비상시 대처
 긴급의료 상황 연락 111
 학교 직원 24 시간 연락처
 Mrs Fran Garside +64274985273
 Mrs Heidi Garside +6421820990
 학교 시간 이후에 심각하게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의사로 부터 전문 상담가와의 만남의 추천을 받고 만나야 합니다.
상담: 학교에 학생들의 깊게 배려하면서 들어주고 상황에 적절하게 상담 지도를 해주는
훌륭한 상담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을 통해서도
상담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선생님이
추천을 통해 전문화된 단체의 상담전문가를 만납니다.

지원 서비스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
Asian Health Support Services (09) 4868953
Bikewise www.bikewise.co.nz
Chinese Lifeline (09) 5222088
Chinese New Settlers Service Trust www.chineseservice.org.nz
Drug and Violence Support www.dare.org.nz
Ethnic Affairs Language Line www.ethnicaffairs.govt.nz
Family Planning Association www.fpan.org.nz
Human Rights Commission www.hrc.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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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ducation Appels (09) 3745403
Land Transport Authority www.ltsa.govt.nz
Mental Health www.mentalhealth.org.nz
New Zealand Drug Foundation www.nzdf.org.nz
New Zealand Immigration www.immigration.govt.nz
Water Safety in New Zealand www.watersafety.org.nz
Youthline www.youthline.co.nz or Ph 0800376633 or free text to 234

진학, 진로 상담: 킹스웨이학교는 진로 전문부서에 훈련된 뛰어난 진학, 진로 상담 선생이
학생들을 위해 과목결정등 진학, 진로 상담을 해줍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경력경험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과목을 통해 미래의 원하는 직업에 관련된 많은 기술을 배움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스포츠: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가 방과 후에 진행됩니다. 킹스웨이학교는 뛰어난 스포츠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과 친구들을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 결정에 대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kingsway.worldsecuresystems.com/kingsway-online-services/sports-registrations
유학생부서: 유학생부서의 직원들은 친절하고 학생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직원들이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라면이나 따뜻한
차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뜨거운 물과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렌지가 이용 가능합니다.
유학생 부서직원
유학생 처장- Mrs Garside
이메일: international@kingsway.school.nz
사무실전화: +6494270984 휴대폰: +64274985273 위챗: Fran GarsideKWS
홈스테이 담당-Mrs Heidi Sees
이메일: homestay@kingsway.school.nz
사무실전화: +6494270920 위챗: Minoday71
Korean Pastoral Care 행정-Pastor Yung Han (한국인 담당)
이메일: yung.han@kingsway.school.nz 카톡아이디: hisdisciple

등록취소를 위한 조건
학생이 등록한 후에 학업을 그만둘 경우에 대한 환불은 환불규정을 참조하세요
학교이사회에서 학생의 행동문제 또는 다른 이유로 학생을 제적할 경우에 관련된 부분도
환불규정을 참조하세요.
유학생부서 직원의 개입해서 정상적인 학교출석을 도우려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상적인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겨우 만족하지 못한 출석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학보모님께 학생을 위한 선도위원회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도 프로그램 참여하여 청취를 해야함이 요구
되어질 수 있습니다. 킹스웨이학교 이사회가 이런 학생에 대해 퇴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학생이 합당한 이유 (뉴질랜드에 등록된 정식의사의 명확한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등)없이
20 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와 뉴질랜드이민성에 학생의 이름이
킹스웨이스쿨에서 제적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을
정상출석하도록 선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이 다 취해집니다.
충분하지 못한 출석율은 다음 해에 킹스웨이학교의 자리가 허가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킹스웨이학교에서의 입학허가는 다음과 같이 합당한 이유들에 의해 학교이사회로부터 취소될
수 있습니다.
a) 학생의 심한 위법행위나 계속되는 불순종등 다른 학생에게 해가 되거나 위험을 주는
경우
b)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거나 어떤 때든지 징계를 당하지 않은 상황에 학생의
태도 때문에 다른 학생이 심각하게 해를 받는 경우
킹스웨이학교의 홈스테이에 있는 학생이 학교이사회가 보기에 학교 밖에서의 태도가 위험을
초래해서 학교가 더이상 학생의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받아 들여질 때 학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 (문제가 생길 경우 - 누구에게 보고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에 관한 절차)
킹스웨이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이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줄 것 입니다.
학생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학생은 비상연락카드를 학교에 도착했을 때 받습니다. 방과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비해 학생은
반드시 24 시간 비상학교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만 처리를 위한 올바른 절차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zqa.govt.nz/assets/Providers-and-partners/Code-ofPractice/int-students-make-a-complaint-updated.pdf
1. 첫째로 학교에 불만을 처리를 요청합니다 (홈스테이, 학교, 경제, 또는 에이젼트나
다른 문제관련된 것 일수 도 있습니다). 유학생 직원에게 이에 대한 절차를 문의
하세요. 학교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해야하는 사람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사
b. 학년주임
c. Mrs Garsid (유학생처장)
d. Mr Utting (유학생부서 담당 교감)
2.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이 의논되어진 후 불만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의 절차로 불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NZQA 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NZQA
정부기관으로 독립된 평가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불만사항은 NZQA 의 웹사이트나 이메일 (qadrisk@naqa.gobt.nz)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0800697296 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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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에 관련된 분쟁일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iStudent 불만 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분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돕는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연락처는 0800006675 입니다.
아래에 있는 불만처리절차에 대한 요약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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