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stlake Boys High School 

Pre-Departure Checklist 

(한국어 버전) 

 

 

 

 

 

  



출발 전 체크리스트 

 

유효한 여권 소지 

          

 모든 학생은 출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소지 

 

모든 유학생은 뉴질랜드 중·고등학교에서 3 개월 이상 공부시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에는 Westlake Boys High School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비자 요건의 일부로서, 모든 유학생은 뉴질랜드로 와서 떠나는 기간까지 

종합 의료 및 여행 보험이 필요합니다. 

 

요청시 학교에서 보험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숙박 배정 

 

모든 유학생은 Westlake Boys High School 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인된 숙소에서만 지낼 수 있습니다. 

 

학생은 뉴질랜드에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지정한 보호자(DCG), 또는 학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뉴질랜드 도착시기 계획 

 

학생의 뉴질랜드 정착을 위해 학교 시작하기 며칠 전 미리 도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간대와 날씨에 적응하고 지역을 둘러보며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 배우는데 중요하니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에 늦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픽업 

 

국제부서에서는 공항에서 학생 도착시 픽업해주는 사람을 주선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홈스테이 가족, 에이전트, 가족 친구 또는 학교 직원일 수 있으며, 맥도날드 

음식 카운터 근처의 공공 도착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반입 가능여부 확인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보다 국내반입에 대한 규칙이 훨씬 엄격합니다.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과일, 식물 또는 동물과 같은 생물보안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을 반입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필수품 준비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지낼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야합니다. 

뉴질랜드 입국시 다음을 가져오기를 권장합니다. 

 

• 학생비자가 있는 유효한 여권, 입학 허가서, 학비 영수증 

• 종합 의료 및 여행 보험증서 사본 

• 뉴질랜드 연락처 및 숙소 주소 

• 도착해서 사용할 현금 NZD100 이상과 신용카드 및 여행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NZD300 

• 3 개월 동안 필요한 처방약과 뉴질랜드 있는 동안 처방을 더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의사 진단서 

• 노트북 및 노트북과 휴대폰 충전기에 필요한 어댑터 

• 응급 상황시 연락처: Westlake Boys High School 긴급 연락처 +64 21 0627 349 



학교 시스템 

하우스 시스템 

 

학교에는 6 개의 하우스가 있으며, 각 하우스마다 2 명의 학장(Dean)이 있습니다. 학교를 

시작할 때 모든 학생에게 하우스가 배정됩니다. 

 

여섯 하우스로는 Hood, Murchison, Smale, Stanley, Ururoto 그리고 Pupuke 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육상, 수영, 크로스 컨트리, 자선 모금, 학업 성과 및 학교 하카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에서 경쟁합니다. 

 

하우스 시스템은 Westlake 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Westlake 를 다니는 학생들의 

소속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합니다. 

  

 

유학생 돌봄 

 

국제부서 직원, 학장, 지도 상담사 및 진학 상담사는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은 개인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지역 사회 기관과 함께 협력합니다. 

 

학교의 학습 지원 부서(Learner Support Department)는 학습에 어려운 학생 뿐만 아니라 시험치는 

중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며, 필요시 모국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괴롭힘 

 

어떠한 언어적/신체적, 또는 어떠한 괴롭힘이나 희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되면, 학장, 담임교사, 국제부서 직원 또는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호실 

 

학생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학교 내 양호실에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집에 가야 한다면, 양호실 내 간호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것 입니다. 

학생은 학부모/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데리러 오기 전까지 양호실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 ID 카드 

 

모든 학생에게는 ID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및 학교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내에서 복사할 때나 버스카드(AT HOP card)를 학생 

할인요금으로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학생 서비스 센터에서 10 불의 비용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사이버 안전 

 

소셜 미디어의 부적절한 사용이 우리의 관심을 끌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사이버 안전 계약을 읽고 이에 포함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링크 참조: https://www.westlake.school.nz/international/cybersafety-agreement) 

 

 

휴대폰 / 기기(노트북/태블렛) 

 

모든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을 위해 기기(노트북/타블렛) 사용이 

필요합니다. 

 

(링크 참조: https://www.westlake.school.nz/curriculum/ict-

learning/which-device) 

 

https://www.westlake.school.nz/international/cybersafety-agreement
https://www.westlake.school.nz/curriculum/ict-learning/which-device
https://www.westlake.school.nz/curriculum/ict-learning/which-device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허가가 있을 시 학습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에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학교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교직원은 기기가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기를 압수하지 

않습니다. 

 

 

출석 

 

결석 

학생이 어떠한 사유로 결석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출석 

사무실로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학생의 이름, 폼 클라스, 

연락처 및 결석 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결석한 

다음 날에 학부모/보호자가 서명한 결석 사유가 적힌 노트를 

출석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이 2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에 결석한 이유을 알려야 합니다. 

 

 

지각 

모든 학생은 반드시 오전 8 시 45 분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지각한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 

출석 사무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출석 사무실에서 받은 “Late Pass”를 선생님께 제시해야 

수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간 내 외출 

학생들은 모든 수업에 참석하고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사전 허가 없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교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에서 책/운동복을 가지러 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치과/의료 또는 비슷한 약속으로 학교 시간 중에 외출해야 할 때, 학생들은 반드시 학장에게 보고하거나 

출석 사무실에서 Sing Out/In 을 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 

학기 중 휴가를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서명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 3 일 이상 

휴가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방학 이외의 기간에 학생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질병 및 부상 

학생이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양호실로 보내지며, 집으로 가야할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모든 유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어 시험을 치고, 과목 및 시간표를 결정하고 

교복을 구입할 것 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문화와 새로운 

가정과 지내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안 교복은 입을 필요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가져올 것 

 

1. 여권, 비자, 보험증서 (학교에서 구입한 경우는 제외) 

2. 숙소 정보, 주소, 이메일, 연락처 및 보호자 이름 

   (학교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경우는 제외) 

3. 간식거리, 음료 및 점심 

4. 펜, 연필 케이스, 연필 

 

문구 목록 

 

학생의 시간표가 확정되면, 학교 웹사이트에서 학년별 요구되는 

문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래 장소에서 문구를 구매하길 권장합니다. 

 

Stationery City 

주소: 2 Porana Road (Pak n Save 맞은 편) 

전화번호: 09 443 5550  

웹사이트: www.stationerycity.co.nz 

 

이 곳에는 모든 학년에 필요한 문구 및 문구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발이나 샌달은 학교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신발가게에서 따로 구입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태블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 https://www.westlake.school.nz/curriculum/ict-learning) 

 

주요 연락처 

 

메인 오피스: office@westlake.school.nz 

출석 사무실: attendance@westlake.school.nz 

국제 부서: international@westlake.school.nz 

http://www.stationerycity.co.nz/
https://www.westlake.school.nz/curriculum/ict-learning
mailto:office@westlake.school.nz
mailto:attendance@westlake.school.nz
mailto:international@westlake.school.nz


학교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