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베이 스쿨

브라운스베이 스쿨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1888년에 개교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좋은 전통을 이어오는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최고의 관심사 안에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학생들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협력과 감수성을 키우며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의 가치관은
존중
개인의 우수성,성취
책임감
탐구력 입니다.
저희 학교의 좌우명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입니다.
브라운스베이 학교의 이러한 사명과 비젼과 가치관은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가족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공정성과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이런 저희의 가치관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eter Mulcahy
교장 ( PRINCIPAL)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규정은 교육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규정의
복사본은 중국어나 한국어로 학교나 뉴질랜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zqa.govt.nz/providers-partners/education-code-of-practice/code-ofpractice
의료보험과 여행보험
브라운스베이 학교의 유학생들은 학교를 시작하기전에 완전한 의료보험이 있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보험은 뉴질랜드 체류기간과 여행기간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치료
비용을 충당해야만 합니다.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에서 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2년이나 그
이상동안 체류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신분.)
만약 위와 같은 특별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서 체류 기간동안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치료비에 대한 전액을 지불 하시게 될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유학생의 신분으로도 ACC에 의해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cc.co.nz/im-injured/injuries-we-cover/visiting-new-zealand/?smoothscroll=content-after-navs

이민
비자 및 허가 요건에 대한 자세상 사항,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체류기간동안의 취업
알선 및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 관리국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
학비
1년동안의 학비 - $13,408.75
10,875.00
784.78
1,748.97

$ 13,408.75

학비
환불되지 않는 행정처리비
GST

합계 ( GST 포함 )

한해 동안의 학비를 내시면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10% 의 할인이 됩니다.

텀당 ( 한 텀 ) 학비 - $3,856.76
2,895.00
458.70
503.06
$ 3,856.76

학비
환불되지 않는 행정처리비
GST
합계 ( GST 포함 )

유학생 학비는 기본 학용품과 교복과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

포함되는 항목 : 학비, 행정업무비, 교육부에 내는 추가 부담금, GST, 기본 학용품, 35벌의 교복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여행보험, 의료보험 ,수학 온라인 학습인 Mathletics( 2-6학년
학생들은 일년에 25불) , 캠프와 반에서 가는 당일 여행, 각 학급과 관련된 활동비,
스포츠팀의 멤버십, 음악 레슨비

등록하실때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학생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있을시 이를 학교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등록이 종료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및 절차
●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유학생 등록 양식을 완전히 작성하시고 학습을 위한 학교
시작과 종료 날짜를 명시해야합니다.
●

지원한 학생의 자리가 있으면 부모님들은 이 학생의 자리가 있다는 편지를 받게 되실것
입니다.

●

편지를 받으시고 동의하시면 14일 이내에 서명 되어진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들은 전액 학비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

학비를 지불하신 영수증은 학생비자를 얻기위해 뉴질랜드 이민성에 가져가셔야
하기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보내질 것 입니다.

●

부모님들에게는 안내서 및 기타 정보사항들이 발송될 것 입니다.

●

부모님들은 서명하셔야 할 수업료 동의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실 때 학비가 모두 지불 되어야 하며 , 브라운스베이 학교에서 학습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학생의 여권에 있는 학생 비자 사본, 의료보험이 있다는 증명서, 저희 학교에서
학습하는 동안 학생이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수락 조건
부모님들은 아이의 입학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스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셔여 합니다.

학비는 미리 모두 지불하셔야 하며 학비가 모두 지불되어야만 아이의 자리가 확보됩니다.

해당 학생의 비자는 NZIS에 의해서 발급되고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행을 포함한 의료보험과 여행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절차
유학생들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이나 학교를 시작하는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

교실 담임 선생님,교장, 교감 선생님들에게 소개

●

학교 업무를 보는 직원들과 유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소개

●

학교 양호실, 화장실 등의 위치를 소개하고 학교 가방을 어디에 두는지, 점심을 먹는
장소에 대한 소개

●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교실 소개

●

스포츠와 음악에 관련된 학교 활동 소개

●

가능하다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 소개

학교에서의 고충,불만에 대한 절차
사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모든 고충은 진지하게 다루어 집니다. 학교에 대한 고충이 있는
유학생이나 학부모와 접촉했던 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해야합니다.
1. 고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2. 적절한 경우 교장 선생님이나 유학업무에 관련된 다른 담당자에게 이 고충들을
알려야합니다.
3. 유학생들의 서류에 서면으로 작성된 고충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4. 규정에 대해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DRS (유학생들의 계약 분쟁 해결 제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www.fairwayresolution.com

학교를 중간에 나올때 절차
학교를 중간에 나오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학교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환불 정책은 학생이 학교를 나갈때 적용됩니다.
학생이 중간에 학교를 나가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통보 됩니다.

해지 절차
학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때 등록을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

계속되는 설명되지 않는 결석

●

학교에 지장을 주는 행동들

●

학교 등록시 학생의 행동적인 문제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

환불 절차
1. 학교를 등록할때 끝내고자 했던 날짜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게되면 학비의 일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방침에 대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복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rownsbay.school.nz/application/files/9915/6393/4559/BBS_Refund_Policy_2019.p
df
2. 브라운 스 베이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등록 구역이 있으며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내 학생만 등록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국내 학생이 될 경우,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 구역은 https://nzschools.tki.org.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