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유학생을
위한 안내

……………………………………………….…………………...
이 정보는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유학생 버디 프
로그램(IBP)에 참여하는 신입 유학생을 위한 것입
니다.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때 좀 더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버디(도우미 학생)가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

여러분의 새 친구
………………………………………………………..….
여러분의 버디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만나, 교류하
고 싶어하는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그 친구의 역할은
친절하게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유학생 버디 프로그램
(유학생 도우미)

여러분의 도우미 버디는,
•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이메일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 로 여러분에게 연락합니다.
• 여러분이 케임브리지에 도착하면 여러분을 만납니다.
• 학교에 첫 등교하는 며칠 동안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
께 할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그에 맞
는 친구를 맺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학년, 선택 과목 그리
고 관심 분야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유용한 링크

………………………………………………………………………...
• 도우미 버디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 스팸이나 정크 메일함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버디 친구의 메일이 실수
로 그 함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케임브리지 하이스쿨의 도착 전 온라인 가이드는 유용한 정보가 가
득하고 여러분 같은 신입 유학생을 위한 내용입니다.

https://www.internationalstudents.school.nz/importantinfo
• 유학생 페이스북 페이지

•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다는 것을 버디가 알도록 가능한 빨리 답장을 보내

https://www.facebook.com/CHSNZInternationalStudents/
와 같이

도록 하세요.

IBP의 최신 행사와 뉴스가 있습니다.

제 버디가 이메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케임브리지 도시 소개

https://www.cambridge.co.nz/
도우미 버디가 정해진 뒤 일주일 안에 버디의 메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먼
저 이메일을 해 보세요. 이메일을 보낸 뒤 일주일이 지나도 버디로부터 연
락이 없으면, IBP 코디네이터의 이메일
chsinternational@camhigh.school.nz 로 연락주세요.

제 버디에게 어떤 메일을 보내야 합니까?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 인사말로 시작하세요. 한글로 인사말을 쓰고, 그 뜻을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고향, 취미, 관심 분야 같은 여러분을 소개하는
말을 쓰세요.
• 버디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무엇을 배우고, 고향은 어디인지, 뉴
질랜드인지 아니면 외국인지 물어보고요. 케임브리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
았는지, 취미나 관심거리도 물어보세요.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나라 등을 소개하는 사진 몇 장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버디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세요.
• 편해지면 온라인 친구가 되어 보세요.

………………………………………………………………………...
여러분의 도우미 버디와 즐겁게 보내세요 …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으니 늘
기억하세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케임브리지
하이스쿨 유학생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제 버디와 얼마나 많이 같이 해야 하나요?

여러분의 도우미 버디는 학기 내내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친하게 지낼지, 개인 생활을 얼마나
공유하기를 원하는지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하기 나름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면 언제든지 코디네이터의 이메일
chsinternational@camhigh.school.nz 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