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학 생 규 칙 

 

1. 술, 약물, 흡연을 금합니다. 

2. 다음과 같을 때는 홈스테이 어른들께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 친구네 갈 때; 

• 친구 홈스테이에서 자게 될 때; 

• 홈스테이에 없어 식구들과 저녁을 같이 못 먹게 될 때; 

• 늦게 귀가하게 될 때; 

• 케임브리지 시외의 집이나, 홈스테이가 아닌 가정에서 지내게 될 때는 유학생 담당 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모든 학생은 홈스테이의 통금시간(귀가시간)과 그 가정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4. 결석할 일이 있거나 아파서 학교에 있을 수 없게 되면 학교에 알리고, 결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가 거부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학생의 출석률은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면 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뉴질랜드 정식 운전면허증(Full NZ driver’s license)이 없는 학생들과 자동차 여행을 하면 위법입니다. 

유학생은 자동차 구매가 불가합니다. 

6. 다음과 같을 때에 한해 호텔이나 모텔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고, 

• 유학생 사무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 학부모의 동의서가 이메일이나 팩스로 유학생 사무실에 제출됐을 경우. 

위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7. 홈스테이에 친구가 와서 자거나, 파티를 할 때는: 

• 먼저 홈스테이 어른들께 여쭙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친구도 친구 홈스테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8. 방 청소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세요. 음식 부스러기, 포장지나 음 

식 먹은 접시들은 치워야 합니다. 

9. 세탁은 어떻게 되는지 홈스테이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빨랫감은 방에 두지 말고 

세탁실에 두어야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10. 실수로 카펫에 무언가 엎지르거나, 물건을 깨뜨리면, 홈스테이 어른들께 즉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11. 여행으로 공항에 가거나 공항에서 올 경우, 또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가능한 빨리 

유학생 사무실 직원에게 알리세요. 임박해서 하려면 비행기를 놓칠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학비를 지불하고 교육을 인정하면, 만 18세 이상의 학생도 위와 같은 규칙을 지켜 

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학교와 유학생 사무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배움, 전통, 존중, 양질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