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가족

안내 2020

내용



● 결석
● 방과후 돌보기 
● 학생 태도
● 버스
● 수업 시간에 학생을 데리러 오실 때
● 항의 
● 분쟁 해결 계획
● 등하교 규칙
● 건강
● 모자
● 점심 시간
● 학교 지도
● 교직원 – 교장/ 교감/ 부교장 그리고 유학생 담당팀
● 학교 시간
● 환불 규정
● 계약서 해지 규약
●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1. 결석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자녀가 아프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 못 올 경우에

safetycheck@campbellsbay.school.nz 로 이메일 주셔서 결석을 알려주세요. 

mailto:safetycheck@campbellsbay.school.nz


2. 방과후 돌보기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어 
레슨
등교 전과 하교 후에 저희 학교 시설내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전문회사가 학생들을 
돌봐드립니다. www.skids.co.nz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어 레슨이 일주일에 한번 진행됩니다. 날짜와 시간은 아직 
미정이며 차차 유학생 가족들에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작은 
수업료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3. 학생 태도
학교 규정과 출석 

1. 학생은 반드시 학교의 규정을 계약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입학이 심사 될 
것이며 퇴학의 가능성도 따릅니다. 

2. 학교 수업은 오전 8:55부터 오후 3:00 
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출석 해야하며 
학교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드시 학교로 이메일 주셔야 합니다. 

4. 결석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가 있을것이며 계속해서 학생이 결석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 될 것이며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뉴질랜드 법에 준수 해야하며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또는 학교의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이러할 경우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 보고 할것이며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행동 지침서

http://www.skids.co.nz


5. 버스
학교 버스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학교 버스 042번.  노선 042 
는 정액 요금입니다. 

오전 노선은 8:10에 출발합니다.  Inga Road (Beach Road 를 
통해 Milford Marina 옆), Castor Bay Road, East Coast Road, 
Selwyn Crescent, Marsh Avenue, East Coast Road, Richards 
Avenue, Ravenwood Drive, Kenmure Avenue, East Coast Road, 
Forrest Hill Road, Manutara Avenue, Woodstock Road, 
Blakeborough Drive, Forrest Hill Road, East Coast Road, Kowhai 
Road (turnaround at Mairangi Bay roundabout), Beach Road, 
Aberdeen Road, Campbells Bay School 에 오전8:40 에 도착합니다.  

오후 노선은 3:05 에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학교 앞Aberdeen 
Road, Beach Road, Kowhai Road, East Coast Road, Forrest Hill 
Road, Blakeborough Drive, Woodstock Road, Manutara Avenue, 
Forrest Hill Road, East Coast Road, Kenmure Avenue, Ravenwood 
Drive, Richards Avenue, East Coast Road, Selwyn Crescent, Marsh 
Avenue, East Coast Road, Castor Bay Road, Beach Road near 
Inga Road. 

이 버스는 학생들이 타고 내리기 적합하고 안전한 모든 곳에서 정차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366 6400 로 Auckland Transport 에 전화 주시거나 웹사이트 
www.at.co.nz 에Walking School Bus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 유학원을 바꾸실 경우
학부모님이 유학원을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양쪽 유학원에서 동의서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현재 유학원에서 계약을 어겨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항의서를 내시면 
학교가 조사 할 것 입니다. 

http://www.at.co.nz


7.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데리러 오실 때
수업시간에 학교로 오시는 모든 학부형들은 반드시 먼저 학교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8. 항의
내부 항의

입학 항의
학교 입학 신청이 거부되어 항의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서면은 
유학생 담당 이사에게 보내셔야 하며 이 항의는 모든 입학 신청을 책임지는 교장이 검토 하실 
것입니다. 

금전적인 항의

학비의 환불은 입학 신청 하실때 드렸을 International Students Fees Refund Policy (유학생 
학비  규정) 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학생의 가족이 어느 정도의 학비를 환불 받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유학생 담당 이사에게 서면으로 환불 받아야 할 사유를 설명 하셔야 합니다. 학교 
교장과 유학생 담당 이사가 고려 해 볼 것입니다. 

복리의 대한 항의

개인적인 항의



아래의Campbells Bay School 의 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mpbells Bay 항의 규정- 아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책임 방법

항의자 1 편지나 이메일로 항의 하실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적어주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려 노력하신 부분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지에 “Confidential” (개인정보 보호) 라고 표시하셔서 학교 교장에게 보내주시고, 
학교 교장에 대한 항의일 경우에는 Board of Trustees (학교 이사회)의 의장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학교 교장

(학교 직원에 대한 항의 일 
경우)

3    항의자에게 항의가 접수된것을 알리는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낼것입니다. 항의한 
학교 직원에게 항의 서면 한 부를 전할 것입니다. Board of Trustees 의장에게도 
알릴것입니다. 

학교 이사회 의장

(학교 교장의 대한 항의 일 
경우)

4 항의자에게 항의가 접수된것을 알리는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학교 
교장에게도 항의 서면 한 부를 전할 것입니다.

 
항의를 받았을 경우에 항의에 관련된 사람의 초기 대응에 따라 학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 되면 
더 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항의에 조사가 따르지 않아도 모든 항의는 관련된 학교 직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것이며 항의자에게도 알릴 것 입니다. 

학생에게 부적절한 행동, 불쾌한 말과 같은 
이유로 학생이 항의를 할 경우,  유학생 담당 
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시면 조사를 취할 
것입니다. 상담사와 부교장 또는 팀리더들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룰것입니다.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학부모님께 보내드릴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받은 대우에 대한 
모든 진술서는 유학생 담당 이사와 학교의 
다른 직원들이 같이 조사 할 것입니다. 진술이 
입증될 경우에 학교 교장이 학생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것 입니다. 

유학생 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항의

유학생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하실 경우에는 교장에게 서면으로 항의 하시면 교장이 
조사를 취할것입니다. 

외부 항의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유학생 담당 이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Campbells Bay School 은 Code of Practice (유학생 법률) 에 서명했기에 규약의 어느 
부분에 위반했을 경우 뉴질랜드 교육부Appeals Authority (교권 항소) 에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권 항소에서는 유학생, 유학생 학부모에게서 받은 입학, 복리에 대한 항의를 판결 내립니다. 
이 교권 항소에서는 학업에 대한 항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문이 열릴것이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s Authority (IEAA) 는 규약 위반에 대한 유학생 또는 유학원의 
항의를 받고 판결 낼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Campbells Bay School 이 유학생에게 규약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내부 항의 규정을 따르시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IEAA 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Code of Practice Part 7 (Section 2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소통
모든 교사와 이메일을 통해 소통 하실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응답할 것입니다. 뵙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 면담시간을 정하시고 만약 통역사가 필요하면 통역사도 불러 

드립니다.  학생 담임이 아닌 선생님과 면담을 하실 수도 있고 부교장 선생님을 만나뵈어 아이의 
학업에 대해 의논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 이메일 admin@campbellsbay.school.nz 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선생님과 약속 시간을 정해 드립니다. Nathan Janes (유학생 담당 이사) 도 
유학생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시려면  
nathanj@campbellsbay.school.nz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admin@campbellsbay.school.nz
mailto:nathanj@campbellsbay.school.nz


10. 분쟁 해결 계획
분쟁 해결과 유학생의 다른 항의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 
웹사이트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1. 등하교 규칙
운전을 하시면 뉴질랜드 운전 법과 주차법에 
준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실때 버스베이로 들어오시려면 
좌회전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차선에서는 
버스베이로 진입 할 수 없습니다.  

버스베이에서 학생들이 차에서 내릴 수 
있으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차에서 내리시면 
안되며,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내려서 교실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등교시간, 하교시간에는 
버스베이에 주차를 하실 수 없으며 신속히 
학생들을 하차, 승차후 차량을 이동 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러 오실때 버스베이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가 출발한 후 
오후 3:10부터 열립니다. 

12. 모자
학생들은 1학기와 4학기중 야외에서 활동을 할때는 반드시 학교 모자를 써야 합니다. 
뉴질랜드 햇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3. 점심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물병, 간식 그리고 점심을 가져와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렌지는 없습니다. 

http://www.ezlunch.co.nz/ 웹사이트에 Campbells Bay School 로 가입을 하여 학생 점심을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10분동안 점심 먹는 시간을 가지며 10분후 종이 치면 그때 놀 수 
있습니다. 

https://www.istudent.org.nz/resources-publications/news-item/understanding-the-new-code-of-practice-and-dispute-resolution-scheme
http://www.ezlunch.co.nz/


14.학교지도

15. 학교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부터 교실이 
열리며 그때부터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오전 8:30전에 학교에 도착했을경우에는 반드시 
Netball Court (학교 사무실 옆) 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8:30 전에 교실로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시면Skids (아이들 돌보는 프로그램) 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오후 3:00에 마칩니다. 학부모님은 교실 
밖에서 자녀를 마중하시거나 자녀에게 버스를 
타라고 하거나 집에 걸어 오라고 하거나 
버스베이에서 3:10이후에 픽업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8:55- 수업 시작

오전 10:40 – 11:00 간식/휴식 시간

오후12:25 – 1:25 점심시간

오후3:00 수업 종료

16교장/ 부교장2020

교장, Rachael Taylor



부교장, Christie Jury
ESOL

0-2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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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장, Nathan J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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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학생 담당 직원

Mr. Nathan Janes 

유학생 담당 이사

nathanj@campbellsbay.school.nz

Mrs. Cara Preston

유학생 담당자

carap@campbellsbay.school.nz

mailto:nathanj@campbellsbay.school.nz
mailto:carap@campbellsbay.school.nz


18. 환불 규정



19. 환불 규정



20.학생성적

1년에 3차례로 학생의 성적을 보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성적을 보고하는 방식:

● 1월– 학기 시작 전 선생님과 면담 
● 2학기 초 – 학업 진도의 대한 면담– 자녀의 읽기, 쓰기, 수학 그리고 태도에 대한 목표
● 3학기 초–학습 목표와 과목 레벨 
● 4학기 끝 – 성적표

학교 사무실에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연락을 주시지 않는 이상 통역사가 면담때 
도와드립니다. 

21.계약해지규약
1. 입학 합격이 된  모든 유학생들은 아래의 조건에 합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유학생들은 Campbells Bay School에 다니는 
동안에 최소 한명의 생물학적인 부모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는 
반드시 학생이 Campbells Bay School 에 다니는 
동안Guardian Visa/permit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혹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 
학교에서는 이민성에 보고해야 하며 student 
permit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입학 전 학부모/학생들은 반드시 학생의 질병, 장애, 
태도 문제에 대하여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4. 연락처가 변경이 됬을시 (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5. 모든 입학은 학교의 첫 등교 날짜부터 한달동안의 
관찰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끝난후에 학생의 
학업과 웰빙과 행복지수에 따라 학교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Campbells Bay School 에서 공부 할 동안 
유효한student permit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2. 휴대용 전자 기기 사용
저희 학교에는 휴대용 전자 기기가 충분히 비치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들의 휴대용 전자 
기기 사용 약정에 책임을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좋은 시민은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좋은 ‘디지털’ 시민은 온라인 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합니다. Campbells Bay School에서는 ‘디지털’ 시민권이 세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남들을 돌보고, 물건들을 돌봅니다.  

● 나 자신을 돌볼때 나는:
o 온라인으로 닉네임을 만들때 바른 이름으로 정하고 타인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는 닉네임으로 정합니다. 
o 나에게 적합하고 나이에 맞는 웹사이트만 이용합니다. 



o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하여 나를 아는 사람들만 나와 나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o 적합한 정보와 사진들만 올립니다.
o 불쾌하고 불편한 내용이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을때 보고합니다. 
o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좋고 나쁜 온라인상의 경험을 나눕니다. 

● 남들을 돌볼때 나는:
o 착한 메세지만 보내며 못된 메세지를 보았을때는 신고합니다. 
o 못되고 부적합한 웹사이트는 피하며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을때는 어른에게 알립니다. 
o 남들의 개인생활을 존중하며 남들의 온라인 페이지는 초대되었을때만 이용합니다. 

● 물건들을 돌볼때 나는:
o 허락을 받고 음악같은 것을 다운받고, 복사하고 공유합니다. 
o 내가 원하는것이 맞는지 정보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o 다른 사람들의 웹사이트를 이용할때는 존중해야 하며 신고할게 있으면 신고합니다. 

학생과 부모님이 디지털 약정을 사인하셔야 학생이 전자 기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눠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