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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등교육부장관 및 교육부
장관이 전하는 메시지
A Message from the New Zealand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and Minister of Education

길고 흰 구름의 땅, 뉴질랜드에서의 학업을 결정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무한
한 환영과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곳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학
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시작하게 될 모험이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만들어갈 많은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통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혀
시에
활이
섞긴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여 다른 생활 방식을 접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인 동
수많은 도전을 안겨줍니다. 저희 역시도 낯선 땅에서 경험한 해외 유학 생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할 때의 흥분과 긴장이 뒤
감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뉴질랜드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는 중요한 정보와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를 읽고 향후 필요한 때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는 유학생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본 정부가 해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유학생 여러분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서 본 가이드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기억에 남을만한 멋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Hon Pete Hodgson 			

Hon Chris Carter

피트 호지슨 			

크리스 카터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Minister of Education

고등교육부장관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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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 학사일정


New zealand University semesters

New zealand School terms

2008년

초/중등 학교

뉴질랜드 대학교 학사일정

개강

종강

1분기 1월 29일 목요일*

4월 18일 금요일

2분기 5월 5일 월요일

7월 4일 금요일

3분기 7월 21일 월요일

9월 26일 금요일

4분기 10월 13일 월요일

12월 19일 금요일 이전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오클랜드 기술대학)
• 참조: http://www.aut.ac.nz/about/news_and_information/
academic_calendar/

Lincoln University (링컨 대학)
• 참조: http://www.lincoln.ac.nz/section18.html

*일부 학교의 일정은 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고등 학교

개강

종강

1분기 1월 29일 목요일*

4월 18일 금요일

2분기 5월 5일 월요일

7월 4일 금요일

3분기 7월 21일 월요일

9월 26일 금요일

4분기 10월 13일 월요일

12월 17일 목요일

*일부 학교의 일정은 2008년 2월 7일에 시작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초/중등 학교

개강

종강

1분기 1월 27일 화요일(이후)*

4월 9일 목요일

2분기 4월 27일 월요일

7월 3일 금요일

3분기 7월 20일 월요일

9월 25일 금요일

4분기 10월 12일 월요일

12월 18일 금요일 이전

*일부 학교의 일정은 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고등 학교

개강

종강

1분기 1월 27일 화요일(이후)*

4월 9일 목요일

2분기 4월 27일 월요일

7월 3일 금요일

3분기 7월 20일 월요일

9월 25일 금요일

4분기 10월 12일 월요일

12월 15일 화요일

*일부 학교의 일정은 2009년 2월 5일에 시작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of Auckland (오클랜드 대학)
• 참조: http://www.auckland.ac.nz/uoa/about/academicdates/

University of Canterbury (켄터베리 대학)
• 참조: http://www.canterbury.ac.nz/theuni/key_dates

University of Otago (오타고 대학)
• 참조: http://www.otago.ac.nz/study/keyevents2008.html

University of Waikato (와이카토 대학)
• 참조: http://calendar.waikato.ac.nz/date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 참조(“3학기제 학사일정” 참조) : http://www.vuw.ac.nz/st_
services/careers/employers/vuw_information/term_dates.aspx



소개
Introduction

본 가이드의 목적은 뉴질랜드에서의 유학과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한 것으로, 출국하기 전,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또는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중 유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국제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
구들의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인 동
시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언어, 기후, 음식, 체제, 학습
환경 등 자국의 풍토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의 한 가지 목적은 이러한 차이점을 시사하고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정 체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유학생들을 대상으
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가
이드를 통해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상점들이 보통 문
을 닫는 시간이 언제인지, 은행 계좌를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지, 교수 방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의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는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읽어보는 것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수록된 모든 정보가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중 일부 정보는 특정 문제가 발생했
을 시 참조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의 일부는 한국 학생들을 위
해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보는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
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유학생 여러분이 본 가이드에 대한 소감과 느낀 점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거나 향후 개정판에 수록되
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이
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가이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unit@minedu.govt.nz

본 교육부는 가이드에 정확한 최신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
으나, 시간에 따라 웹사이트, 연락처 및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에 나온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 값지고 멋진 유학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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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사항

정보 찾기
뉴질랜드로 출국하기 전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도시/지역과 교육을 받게 될 교
육 기관, 뉴질랜드의 유학 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
은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게 될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 외에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뉴질
랜드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현황자료, 뉴스 등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
니다.
web

http://www.mynzed.com
http://www.newzealandeducated.com
http://www.stuff.co.nz
http://www.newzealand.com
http://www.lonelyplanet.com/destinations/australasia/new_zealand
http://www.i-SITE.org

본 가이드의 부록에는 보다 많은 웹사이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인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http://www.nzkorea.org에는
일반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뒷부분에는 한인회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 협회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품목
가져올 짐을 너무 많이 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휴대 가방(기내
반입용)과 위탁수하물(항공기에 보관) 무게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
다. 공항에서 탑승수속 시 항공사 직원이 가방의 무게를 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0 kg 이하의 수하물 1개를 위탁 수속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용 가방의 경우 일반적으로 길이 x 폭 x 높이가 115 cm 규격(일부 국내
선의 경우 105cm)에 맞는 가방 하나만 허용되며 총 중량은 7 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약은 항공사, 좌석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짐을 싸기 전에 여
행사 또는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여 관련된 수하물 규격, 중량, 물품 제한을 비
롯한 기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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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 또는 스카이패스(SkyPass) 회원인 경우 항공사의 우대 프
로그램이나 보상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추가 수하물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수하물 무게가 허용되는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수하물 초과 수수료가 부과되거
나 짐의 일부를 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게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뉴질랜드 국내 여행 또는 해
외 여행 모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귀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에 나온 품목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
이 뉴질랜드에 가져오면 유용할 것으로 추천한 사항입니다(참조: 시간에 따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용 가방에 넣어야 할 품목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여분의 안경을 준비하고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처방전
을 챙기십시오. 기내반입용 가방에 필요한 품목과 상비약을 넣습니다(약물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정보는 본 가이드의 세관 절을 참조하십시오)
기내반입용 가방에 넣어야 하는 다른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
다.
•
•
•
•
•
•
•
•
•
•
•

의복(최소한 속옷과 뉴질랜드 도착 시 입을 따뜻한 옷 정도)
칫솔 및 위탁수속한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된 경우나 항공기가 지연된
경우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개인 물품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및 친지의 전화번호, 연락처, 우편주소 및
이메일 주소
교육서비스 제공자(국제 학생 부서) 및/또는 홈스테이 집주인의 전화번호,
연락처, 우편주소 및 이메일 주소
도착 시 머무를 숙박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홈스테이 정보 포함)
여권 및 항공권
여행자 수표, 현금, 은행/신용 카드
중요한 개인 서류
의료 및 치과 기록
여분의 여권 사진
도착 시 서류 작성을 위한 필기구

출국 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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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기내용 가방을 쌀 때 액체나 젤, 연고, 스프레이 등은 제한된 양만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제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십시오. 승객
1명 당 최대 100ml의 액체가 반입 가능하며, 이 물품은 반드시 작은(20 cm x
20 cm) 투명 비닐백에 밀봉 포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물품이 제한된 양
보다 많을 경우 많은 항공사에서는 위탁 수하물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
니다.
전자제품
노트북
현재 노트북은 한국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을
갖고 오면 키보드에 한글 자판이 지원되므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촬영 장비 또한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
다.
휴대폰
한국에서 구입한 대부분의 휴대폰은 뉴질랜드 휴대폰 네트워크와 호환되지
않습니다(55페이지 참조).
어댑터
전자제품을 갖고 올 경우 전원을 연결할 때 2개 혹은 3개의 평평한 전원 플러그
가 있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 어댑터는 뉴질랜드에 온 후 구입할 수도 있습
니다. (콘센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52페이지 참조)
집을 생각나게 해 주는 물건
• 즐겨 먹는 음식의 조리법
• 좋아하는 CD, 도서, DVD, 향수 및 방향제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던 친숙한
물건
• 사람들에게 보여줄 한국의 정보와 사진.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유학생들의
국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집과 가족들 사진을
보여주면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밖의 물품
• 우수한 수준의 한/영 사전 - 뉴질랜드에서 한/영 사전을 구하기는 어렵습니
다.
• 따뜻한 의복.(일부 한국 학생들은 많은 뉴질랜드 주택이 한국보다 서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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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합니다). 겨울 의복은 무거우므로 한 벌에서 두 벌만 가져오도록 하십
시오. 뉴질랜드에서 여벌의 의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할 기념품. 초기에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
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작고 가벼
운 기념품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비약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처방전 –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 학생들은
여분의 안경이나 렌즈를 가져올 것을 권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훨씬 비싸고, 한국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 뒤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출
발하기 전에 치과, 안과를 포함한 종합 검진을 받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 자신이 가져가기로 결정한 물품에 상관없이, 여행 중 승객의 수하물은
반드시 통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도착 시, 몸 수색과 가방 수색
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하물은 본인이 직접 싸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필요한 품목을 직접 준비하여
짐을 싼 경우에는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세관
을 통과할 때 가방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하물 안과 밖에 본인의 이름과 뉴질랜드에서의 거주 주소(임시 주소인 경우
에도 동일)를 적은 라벨을 부착해 두십시오.

가져올 수 없는 품목
금지 품목
해충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 뉴질랜드는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법으로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물, 씨앗, 나무조각, 동물 및 곤충(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모두)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음식물은 가져올 수 없습니
다. 여기에는 꿀, 육류, 과일을 비롯한 몇몇 포장된 상품이 해당합니다. 뿐만 아
니라 특정 물품의 경우 반입량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가져온 경
우에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
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fore you leave home

web

반입 품목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http://www.customs.govt.nz를
방문하여 세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 허용 품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http://www.protectnz.org.nz를 참조하십시오.
고국에서 친구 또는 가족들이 소포를 보낼 때에도 뉴질랜드의 제한
규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법 약물
뉴질랜드로 불법 약물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불법약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
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짐이나 수하물을 대신 옮겨주지 마십시오.
Contac NT와 같은 에페드린(Ephedrine) 및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성분이 포

함된 약품은 뉴질랜드의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합당한 개인적
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러한 품목의 반입이 허가됨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을 소지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
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이나 약물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
국 절에서 의사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및 통제 의약품에 나온 지침을 따르십시
오.

web

소지한 의약품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세관 공식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t.nz 를 확인해보거나 http://
www.customs.govt.nz/contactus.htm 을 통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ttp://www.customs.govt.nz/travellers/FAQs/default.htm 에 나온
여행자 FAQ 페이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품목
항공편 이용 시 수하물의 부피와 중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물
품들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들 중에는 너무 많은 의복을 가져오는 일이 빈번하므로 준비한 의복이
뉴질랜드의 날씨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이곳
의 날씨와 문화에 익숙해지면 의복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
오.
많은 한국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음식물을 가져오
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대부분의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을

13

출국 전 준비 사항
14

출국 전 준비 사항

Before you leave home

Before you leave home

비롯하여 찾고 있는 음식물을 구입 할 수 있는 특별한 상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일부 도시에는 한국에서 제조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상점
이 있습니다.

가 부과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첫 주 생활비로 NZ$700면 충분할 것입니다. 뉴질
랜드 공항 또는 도시의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여행자 수표나 현금을 쉽게 환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져오
는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NZ$10,000 이상의 금액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도착 시 세관에 신
고해야 합니다. 도착 후, NZ$1,000 이상의 고액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거주할 장

생리대, 세면용품 및 화장품과 같은 기타 물품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
는 같은 종류의 상품보다 비싸지만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대
형 슈퍼마켓에서는 유학생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요 서류
여권의 사진면과 같이 중요한 서류는 잃어버릴 경우 대체하기 쉽도록 복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나 뉴질랜드에서 신
분증을 발급 받기 위해 여분의 여권 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권 사진면과 항공권, 운전면허증, 뉴질랜드로 가져올 신용 카드와 입학 허가
서, 은행 계좌 및 보험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의 복사본을 두 장 준비하십시오.
장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관한 확인 문서의 복사본을 준비하십시오.
특수한 건강상의 문제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영문 소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여행자 수표의 일련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수표를 사용할 때마
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우십시오). 상기 서류의 복사본 1부를 고국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귀중품과 별도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
시오.

환전
뉴질랜드 입국 시 고액의 현금을 가져오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수
표는 큰 금액을 휴대하기에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호텔과 은행, 일부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뉴질랜드 은행 계좌를 개설
한 뒤에 온라인 송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착 후 첫 주 동안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만 가져오십시오. 뉴질랜드 현지
에서 한국 화폐를 환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은행에
서 뉴질랜드 달러/여행자 수표를 구입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화, 유
로, 영국 파운드를 가져올 경우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할 때 별도의 환전 수수료

소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용 카드로는 Diners Club, Visa, MasterCard 및 American Express가 있습니
다. 뉴질랜드 경찰청에서는 현금을 휴대하기 보다는 신용 카드 사용을 권장합
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
할 수 있습니다(72페이지 참조).
뉴질랜드 대부분의 공항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공
항 도착 후, 신용 카드나 은행 카드로 뉴질랜드 달러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쇼
핑몰과 도시/지역의 은행 외부에서도 AT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자리 PIN(개인 식별 번호)이 있는 해외 신용 카드와 현금 인출 카드 사용이 가
능합니다. 출발 전, 해당 PIN을 뉴질랜드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에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PIN 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의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지난 카드는 ATM에서 반
환되지 않습니다.

여행 및 의료 보험
여행 및 의료 보험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에게 필수입니
다.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귀중품을 분실하거나 상당한 의료 진찰이 필
요할 경우, 보험이 없다면 막대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질
문이나 의문 사항은 해당 교육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교육 기관에서는 수업 등록과 함께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정책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
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보험 약관이 해외 유학생들의 보
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기준에 적합한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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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올바른 보험 정책의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기관으로 문의하거나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지원에 대한 지침서 26페이지의 7.4 절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minedu.govt.nz/index.cfm?layout=document&documentid=
6803&indexid=6666&indexparentid=6663)

독립 생활하기
뉴질랜드로 오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살아왔다면 독립 생활에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필요
한 능력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 학습 및 시간 관리
뉴질랜드의 교육 방식은 기존에 배워왔던 방식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율 학습이란 유학생 본인이 수업 준비,
학업 성취도 유지 및 모든 교과 과정 이수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
을 때 대부분의 교사, 강사 및 학생 지원팀이 성심껏 조언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자율 학습의 요점은 도움을 요청하고 공부
하는 것이 유학생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
가활동 및 친목활동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금전 관리
유학생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금전 관리입니다. 많은 해외 유학생의
경우 뉴질랜드로 오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집세와 식료품, 의복에 대해 직접 돈
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생활할 때는 예산을 계획하고 그에
맞게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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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 세탁 및 집안일
요리, 세탁 및 청소 같은 능력은 뉴질랜드 생활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뉴
질랜드로 출발하기 전에 고국에서 즐겨먹던 음식의 조리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 생활(가족 이외의 구성원)
뉴질랜드의 유학생은 홈스테이 또는 다른 학생들과 하숙을 하면서 전혀 새로
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
에 대한 관용과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다른 뉴질
랜드의 몇몇 생활 방식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동 방식에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뉴질랜드의 새로운 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
록 해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어 능력 향상
뉴질랜드로 유학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영어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영어로
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시청,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 듣기 및 영어 독서는 영어
라는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과 함께 뉴질
랜드의 생활과 이곳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익히십시오. 뉴질랜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올수록 현지에서의 생활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뉴질랜드 영어의 억양을 연습하려면 Whale Rider(웨일 라이더)라는 영화를 시청
해 보십시오. 이 영화는 뉴질랜드 출신 배우들이 현지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호주의 억양이 뉴질랜드의 억양과 비슷하므로 호주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web

뉴질랜드에 관한 뉴스가 게시된 정보 사이트는 http://www.stuff.co.nz,
http://www.nzherald.co.nz 및 http://www.tvnz.co.nz를 방문하십시오.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회화 영어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영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르게 뉴질랜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됩
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업에 필요한 언어의 종류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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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에세이나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는지, 학문적인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지, 독서를 많이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종류의 언어를 확인
하고 해당 부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십시오.
대부분의 대학교와 기술전문학교는 학문적인 에세이와 학술 조사에 관한 간략
한 입문 코스를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온 경우에는 이러한 코스에 등록
하거나 종합 영어 코스를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영
어를 공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교육심사청)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
한 실천요강에 가입된 학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더 빨리 습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말하고 질문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이 영어를 말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인은 참을성과 이해
심을 갖고 있으며 유학생이 영어를 사용할 때 범하는 실수나 정확하지 않은 억
양을 비웃거나 놀리지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접하도록
하십시오. 영어를 사용하는 클럽이나 스포츠 팀, 그룹에 참가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대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세계 다른 지역의 영어와 매우 흡사하지만, 사
용되는 어휘와 억양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했던 영어와는 다
른 모음의 발음 방식과 길이의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숙어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부록에는 뉴질랜드에서 사
용되는 표현과 몇 가지 비속어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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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약 9,631 km 떨어져 있으며 한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
지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이 소요됩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뒤에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면 국내선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선은 대략 1시간 이상 걸
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행 항공편은 연료 보급을 위해 아시아 국가 혹
은 호주를 경유하게 됩니다. 여행 중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경우 이러한 경유지에
서 1박 체류가 가능합니다.

•

통과사증

•
•

•

항공편이 호주를 경유할 경우(기내에 체류하는 경우 포함) 호주 통과사증이 필
요할 수 있습니다.
web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호주 대사관/영사관으로 문의하거나
http://www.immi.gov.au를 참조하십시오.

통과사증을 받으려는 경우 최대 2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한
항공은 서울에서 뉴질랜드까지 직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환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항공 여행 시 주의사항
항공 여행 시 일반적으로 탈수, 경련, 부종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차증
시차증은 신체의 24시간 리듬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종종 여러
시간대를 통과하여 장시간 비행기 여행으로 인해 발생하곤 합니다. 시차증으로
인해 피로, 불면증, 밤낮의 바뀜, 신경 과민 등과 같은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러
한 시차증으로 인한 증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수분 섭취 – 많은 양의 물과 음료를 마셔 탈수 현상을 방지합니다.
체내에 자극적인 커피나 차는 피합니다.
스트레칭 및 걷기 –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자리에서 일어
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착 국가에 맞게 시간 조정 – 뉴질랜드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시계를 뉴질
랜드 시간대로 맞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수면 환경 조성 및 조절 – 창문 가리개를 닫고 항공기 외부가 낮이더라도 도
착지의 밤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빛을 차단하기 위해
귀마개와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에서
는 국제선에서 이러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복장 – 기내에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활동이 자유로운 복장
과 양말을 신거나 갖고 탑승하십시오.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대부분의 낮 시간은 바깥에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최소
오후 10시 이후에 취침에 들도록 하고 낮잠은 피하십시오. 낮잠이 필요한 경우
에는 2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web

항공 여행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flighthealth.org를 참조하십시오.

수하물 분실
해외 여행 중 수하물을 분실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하물이 분실된 경
우 보통 항공사는 1 - 2일 내에 수하물을 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이용한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
착한 공항의 안내 데스크에서 수하물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
에 대한 설명(크기, 색상, 소재, 디자인, 브랜드), 체류할 장소의 주소를 포함하
여 분실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방이 발견되면 보통 취급 수수료 없이
해당 주소로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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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입국하기

공항
뉴질랜드 방문 시 오클랜드, 웰링턴 또는 크라이스트처치 등 3군데 공항 중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항에서는 교육 기관의 직원이 해당 숙박 시설로 안내
하기 위해 마중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 누군가가 마중을 나오기로 되
어 있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해당 교육 기관에 약속 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web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의 i-SITE
방문객 센터(http://www.i-SITE.org)나 공항의 다른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박 시설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오클랜드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가장 분주한 국제 공항이며 많은 국제 유학
생들이 이 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 입국합니다.
뉴질랜드 내의 국내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착 공항에서 수화물을 위탁
수속하고 국내 환승 데스크에서 탑승권을 받으십시오. 그런 후 국내선 터미널
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간에 운행되는 무료 셔틀 버스는 매 20분
마다 출발합니다(오전 6시 -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 또는 도보로 국내선 터
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로는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의 Symonds Street 캠퍼스로
이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택시 – 약 NZ$50–$60이며 30 - 40분 정도 걸립니다.
셔틀 버스/미니밴 – 약 NZ$18–$25이며 40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을 예약하거
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http://www.supershuttle.co.nz를 참조하십시오.
대중교통(버스) – 성인의 경우 약 NZ$15, 어린이의 경우 $6.00, 학생의 경우
(학생 ID 제시) $11이며 약 60분 정도 걸립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
maxx.co.nz 참조).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오전 7 - 10시, 오후 5 - 7시 사이)에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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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웰링턴은 뉴질랜드의 수도입니다.
공항에서 도심 중심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택시 – 약 NZ$35이며 20분 정도 걸립니다(러시아워 외).
• 셔틀 버스/미니밴 – 1인당 약 NZ$17이고 그룹의 경우 추가 승객에 대해
$5가 부과됩니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 대중교통(버스) – 약 NZ$5.50이고(3구간) 45분 정도 걸립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공항에서 도심 중심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택시 – 약 NZ$30–$50가 소요되며 15 - 20분 정도 걸립니다.
• 셔틀 버스/미니밴 – 약 NZ$15–$20이며 20 - 30분 정도 걸립니다.
• 대중교통(버스) – 약 NZ$7이고 40분 정도 걸립니다.

학생 비자 및 학생허가사증
한국에서 발급된 학생 비자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항
의 출입국 관리자에게 여권과 학생 비자를 제시한 후 입국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생허가사증이 발급됩니다.
학생허가사증이 발급되면 만료일까지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유
학 생활을 하는 동안 준수해야 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반드시 학생 비자와 학생허가사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허가사증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데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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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허가사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명시된 목적 외에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즉, 유학 외의 목적)
• 뉴질랜드 이민국(INZ)의 허가 없이 일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이 만료된 경우 제 때에 갱신
할 수 있도록 해당 비자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
생허가사증은 등록한 교육 과정에 참석한 경우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할 때는 교육 과정에 대한 출석 증빙 자료
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세관
공항 통관 수속
뉴질랜드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은 세관, 이민국,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
다. 통관 절차는 반입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뉴질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
로, 여기에는 유해한 물품, 해충,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공항 통관 수속 시 다
른 사람의 짐을 대신 맡아주지 마십시오. 이 경우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수하물만 갖고 공항 통관 수속을 밟으십시오.
세관 신고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뉴질랜드 입국 카드를 받게 됩니다. 뉴질
랜드에 다음과 같은 품목을 반입하려는 경우 입국 카드의 세관 섹션에서 “Yes”
에 표시해야 합니다.

NZ$10,000의 학비와 뉴질랜드에서 36주 미만의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매월
$1,000, 숙박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매월 $400의 생활비가 소요됩니다

•

(해당 교육 기관으로부터 숙박비 및 기타 생활비를 이미 지불했음을 증명하
는 지불 증명서 또는 서신을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또는 다른 나라로 여행).
학생허가사증/학생 비자에 명시된 장소(교육 기관)의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
다.
교육 기관의 결정에 따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학 또는 어학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

무기, 불쾌감을 주는(음란물) 물건/영상, 식품, 야생 제품, 식물 또는 불법
약물과 같은 금지 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품목
NZ$700를 초과하는 품목이나 담배, 주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주류 및
담배 반입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뉴질랜드로 반입할 수 있는
최대 담배 수량은 250 g 또는 200개피로 제한되며 반입 가능한 주류는 와인
4.5 L 또는 맥주 4.5 L로 제한됩니다. 이 외에 스피리츠, 리큐어 또는 기타 유
사한 알코올 음료의 경우에는 1,125ml 미만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영리적, 비즈니스 또는 무역거래를 위한 물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운반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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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10,000 이상 또는 다른 통화로 등가의 현금 소지(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국 또는 통관 절차의 일부로 리포트(Border Cash
Report) 를 작성해야 합니다. NZ$10,000 이상의 현금을 가져오거나 가지고 나

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web

참고: 뉴질랜드 입국 카드를 한국어 버전으로 확인하려면
http://www.customs.govt.nz/로 이동하여 “Search term(검색어)” 창에
“Korean”을 입력한 다음 “Go”를 클릭하십시오.

의사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또는 통제 의약품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이나 통제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
•

해당 조제약에 대한 처방전과 일반 명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각 조제약이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의료 기관의 증빙
서신(영어로 작성 또는 공증)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담은 상태로 소지해야 합니다.
의사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의 경우 최대 3달분, 통제 의약품의 경우 최대
1달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이러한 품목에 대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
의 방법은 뉴질랜드에 이러한 품목을 갖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류, 화장품, 의류 또는 신발(흙 또는 씨앗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함)은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개
인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물품”이란 여행객이 여행 중 혹은 체류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새 물건 또는 사용한 물건을 포괄합니다. 상거래를 위한 개별 의류
(신발 포함) 수량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방 수색
다음과 같은 공항 담당자가 여행객 가방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
•

세관 관리자
식물/검역 관리자

Arriving in New Zealand

적색/녹색 출구
수하물을 찾아 출입국 심사(Customs Passport Control)를 마친 후 다음 중 하나의 절
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

입국 카드에 신고할 세관 품목이나 농산품이 없다고 표시한 경우
“Nothing to Declare(신고할 품목 없음)” 녹색 출구로 나갑니다.
입국 카드에 신고할 세관 품목이나 농산품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어디
로 나가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Goods to Declare(신고할 품목)” 적색 출구로
나갑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세관 신고를 하십시오
제한된 품목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즉각적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뉴질랜드 입국 카드를 작성한 모든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모든 입국 요건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이 합
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등록
한국은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뉴질랜드
도착 시 웰링턴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등록할 것이 권장됩니다.

문화 대사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복지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 대
사관에는 정상춘 대사가 임명되어 있으며, 경제, 문화,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춘 대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ond Secretary & Consul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O. Box 11–143,
WELLINGTON

전화 0061 4 473 9073 또는 (뉴질랜드 내) (04) 473 9073
팩스 0061 4 472 3865 또는 (뉴질랜드 내) (04) 472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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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또는 오클랜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오클랜드 분관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분관 (Consular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Auckland)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5시
주소

우편 주소

Level 10, Sofrana House,
396 Queen Street,
AUCKLAND

PO Box 5744,
Wellesley Street,
AUCKLAND

전화 (09) 379 0818 / 0460
팩스 (09) 373 3340
이메일 koreanconsulate@xtra.co.nz
뉴질랜드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

여권 사진 1매
여권
반송용 봉투(우편 봉투에 동봉 – 우편 요금 선지불)
작성한 “재외국민등록 양식”(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org.nz
에서 다운로드 가능), 긴급 상황 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대사관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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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 역사

뉴질랜드 현황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로,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2개 섬인
북섬과 남섬을 비롯하여 스튜어트 섬과 기타 작은 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4백 2만 8천명¹

면적

268,680 km² ²

최고도

해발 3754 m (마운트 쿡 (Mount Cook) 또는 아오라키

태평양 남동부에서 탐험대들이 처음으로 뉴질랜드(또는 아오테아로아
(Aotearoa):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명칭)에 정착한 때는 1,0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로 유럽인이 뉴질랜드를 발견한 시기는 네덜란드의 항해가 아
벨 타스만(Abel Tasman)에 의한 1642년이고, 이후 1769년, 1773년, 1777년에 영국인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James Cook)이 발견하였습니다. 초창기 뉴질랜드에 정착
한 유럽인들은 바다표범잡이, 고래잡이, 무역과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유럽인의 정착이 이루어진 것은 184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Mount Aoraki))

공식 언어

영어, 마오리어, 뉴질랜드 수화 (NZSL)

인종

유럽계 67.6%, 마오리족 14.6%, 태평양 도서군 원주민
6.9%, 아시아계 9.2% ³

수도

웰링턴

최대 도시

오클랜드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정부 최고지도자

국무총리

web

뉴질랜드와 그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newzealand.
govt.nz/aboutnz/ 또는 http://www.nzhistory.net.nz를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의 기후
뉴질랜드의 기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북반구 지역과 계절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계절

EV^]^V

6J8@A6C9

CDGI=>HA6C9
CZlEanbdji]

EVabZghidcCdgi]

CZahdc

<gZnbdji]

Bdjci8dd`

¹ 2006년 뉴질랜드 인구조사 통계자료

² 뉴질랜드 통계자료
³ 2006년 뉴질랜드 인구조사 통계자료

B^a[dgYHdjcYh
IZ6cVj

LVcV`V
FjZZchidlc

8=G>HI8=JG8=

HDJI=>HA6C9
9jcZY^c

HI:L6GI>HA6C9

봄

9월 - 11월

여름

12월 - 2월

가을

3월 - 5월

겨울

6월 - 8월

8dgdbVcYZa

=Vb^aidc
GdidgjV
IVjed
CVe^Zg

L:AA>C<IDC

뉴질랜드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온화한 기후를 특징으로 합니다. 겨
울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편이지만 뉴
질랜드의 많은 주택에는 중앙 난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
우에는 다소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 장치나 보온용 담요, 겨
울 의복을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추운 달은 7월이며, 가장 더운 달은 1월과 2월입니다. 또한 상
대적으로 여름과 겨울 간의 온도차가 적은 편이지만 내륙지방과 동부의 산맥
지역은 온도차가 크게 나타납니다(최대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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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12, 1, 2월)
평균 기온

최저

최고

오클랜드

12°C

24°C

웰링턴

13°C

20°C

크라이스트처치

12°C

23°C

최저

최고

오클랜드

9°C

15°C

웰링턴

6°C

12°C

크라이스트처치

3°C

12°C

겨울
(6, 7, 8월)
평균 기온

뉴질랜드의 대부분은 강설량은 산맥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겨울 동안 북섬의
해안 지역과 남섬의 서부 지역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지만 남섬의 동부/남부
지역에는 때때로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
치 및 더니든의 여름과 겨울 평균 최대/최저 기온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
십시오. 뉴질랜드는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 비해 바람이 강하게 부는 편이기 때
문에 뉴질랜드 기온이 14°C라고 해도 집 안에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비도 자주
오는 편이다.”
안병수, 23세, 한국인 뉴질랜드 거주자
인테리어 디자인 4학년 재학
Massey University (매시 대학)
뉴질랜드에서는 날씨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담조로
“하루에 4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맑은 경우에도 코트나 스웨터를 챙겨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의 생활과 사회
뉴질랜드 인구는 종교, 문화, 언어 등 매우 다양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마오리족, 유럽계(유럽계 뉴질랜드인), 아시아인, 중동 및 파시피카인(태

평양 지역에서 온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계와 마오리족은 전체
인구의 67.6%, 14.6%를 차지합니다. 유럽계 또는 마오리족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최대 집단을 형성하는 인종은 중국인, 사모아인, 인도인, 쿡 아일랜드 마오리
족, 통가족 및 한국인 순으로 나타납니다.
마오리족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토착 원주민(Tangata Whenua: 땅의 사람들)으로, 1,000여
년 전 태평양 남동부에서 최초로 뉴질랜드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18세기가
되어서야 뉴질랜드에 유럽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마오리족은 뉴
질랜드 인구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마오리족의 사회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선조대가 타고 온 와카나 카누와 연관되어있는 이위(Iwi: 주부족)가
하푸(Hapü: 소수 부족)로 연결되어 와카파파(Whakapapa: 계보)로 이어지고 이것
이 와나우(whänau: 가족)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와카는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
처음 올 때 타고 온 카누를 이르는 말입니다.
뉴질랜드 수화(NZSL), 마오리 언어(Te reo Mäori), 영어는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이
고 주로 사용하는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마오리족의 언어와 문화, 풍습 등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
오리족이 사용하는 어휘 사전은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오리족 회의장인 마라이(Marae)를 방문하면 포우히리(Powhiri)또는 환영 의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례 연설 후에는 마오리족 노래(Waiata)가 이어지며,
공식적인 마오리족 포우히리(환영 의식)의 일부로 홍이(Hongi)가 있습니다. 홍이
는 공식적인 환영 의식의 일부로, 마오리족과 방문객이 서로의 코를 맞대고 나
누는 인사입니다.

web

마오리족과 그들의 풍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maori.org.nz/를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에는 주로 마오리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약 125,000명) 1830년과 뉴질
랜드가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는 시기인 1840년대 후반까지 약 2,000명의 이주민
이 정착하였습니다. 1840년, 영국 정부(또는 국왕)와 다수의 마오리 부족 대표
자 간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되었습니다. 약 1,500 개의 소수
부족 중 500명에 불과한 마오리족 족장(랑가티라)이 이 조약에 가입하였지만 현
재, 이 조약은 모든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정부 간의 협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와이탕이 조약은 마오리족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마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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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이익과 토지 소유권, 신분 및 부족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조건 하에 영국에
뉴질랜드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협약입니다.
이후 유럽 정착민의 확장과 토지 소유에 대한 충돌로 인해 마오리족의 경제력
과 인구 수준은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인구 수가 증
가하고 국가 전체에서 마오리족 역할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정부
는 조약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조약 위반에 대해 마오리족
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고 파시피카인(유럽계 뉴질랜드인/마오리족 혈통이
아닌 사람) 간의 불공정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조약을 “유효” 협약으로 간주하고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정해나갈 것입니다. 와이탕이 조약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보려면
web

http://www.nzhistory.net.nz/ 및 http://www.waitangi-tribunal.govt.nz/treaty/를

참조하십시오.

문화적 차이
뉴질랜드에는 한국에 비해 다양한 인종, 기후, 생활 방식 및 문화적 전통이 융
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상적인 관례와 풍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전혀 놀
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사람들
과 매우 쉽게 친해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민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화
를 이루고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뉴질랜드 가정”에서의 삶이 어
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뉴
질랜드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곳에 체류할 때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 지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가정의 모습이 어떠
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다음 절을 읽을 때는 이러한 사항을 염
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주로 유럽계 인종 배경을 가진 한
가족을 묘사한 것으로, 이 가족 생활의 모습에 비해 수많은 차이와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배경을 가진 뉴질랜드 가족을 만났을 때에도 분명
히 갖가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일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
아마도 뉴질랜드 가정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규
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가정은 종종 부모 또는 보호자(1-2명)와 자녀
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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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가구에 조부모, 고모, 삼촌, 조카 등과 같이 대가족 제도를 찾아보기는
드뭅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가족은 3 - 4개의 침실, 작은 정원이 구비된 적당
한 크기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도심 내 아파트를 선
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질랜드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평온합니다. 각각의 침실은 개인적인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든
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종종 중앙 거실로 사용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나 규칙은 가족마다 다양합니다. 일부 가정
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하는 집안일을 분담해 두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 모
두가 동등하게 집안의 일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명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거나 두 부모가 가장 역할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
다.
뉴질랜드 가정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학 입학 또는 졸업 후에 스스로 독립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20세가 되기 전에 집에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지만 오늘날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성년 초기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친목 활동
뉴질랜드 청년층(18세 이상)은 고가의 레스토랑 대신 종종 펍, 바 또는 카페에
서 함께 모여 어울립니다. 이러한 친목 활동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허용
됩니다.
레스토랑, 바, 카페의 경우 주중에는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일찍 문을
닫고 주말에는 이보다 몇 시간 정도 늦게 닫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팁 문화는 봉사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음식값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
으로 선택적이며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행합니다.
쇼핑
대부분의 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사이에 개장하며
주말에는 운영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몇몇 매장은 일요일 내내 휴업합니
다. 보통 주중에 하루는 사람들이 학교 또는 직장을 마치고 쇼핑을 할 수 있도
록 오후 8시까지 매장이 영업을 하고 슈퍼마켓과 다른 대형 매장은 더 늦게까지
영업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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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상품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뉴질랜드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 심지어 자전거와 같은 대형 품목의 경우에는 다
양한 가격제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
고 세일(Garage Sale) 또는 오픈 마켓에서는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은 보통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품 비용을 지불할 때 은행 및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의복
대부분의 경우 뉴질랜드 사람들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복장을 입
지만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동안에는 반바지에 윗
도리를 입지 않은 남자들이나 민소매 탑,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아침으로는 보통 토스트, 시리얼, 계란 등을 먹습니다. 주
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종종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중에 회사와 학교는
오전 8시 30분 경에 시작되고 오후 5시에 일과를 마칩니다(초/중/고등학교의 경
우 오후 3시에 마침).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이며 샌드위치나 과일 등으로 간단한 식사
를 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오후
6시경)에 귀가하여 6 - 8시 사이에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보통 가족들끼리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거나 함께 모여 TV를 시청합니
다. 주말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 레스토랑, 카페 또는 영화관을 찾아 외출
을 나가며 금요일 밤과 주말에만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늦게까지 여가 생활
을 즐깁니다. 대게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잠자리에 듭니다.
뉴질랜드 사람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매우 친근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사회를 배우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들이 유학생 여러
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유학생들이 자신과 뉴질랜드에 관해 물어보는
상황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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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적인 정보는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 소득, 나이와 같은 주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자주 논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자유
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정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숱이 별로 없
네요”, “살이 쪘군요”, “그 여자는 너무 말랐어요”, “그 사람은 머리가 거의 반
백이에요” 등의 개인적인 의견은 매우 친한 친구나 가족을 제외하고는 무례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과대 표현을 삼가고 신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
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공공 장소에서 울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매우 크게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뉴질랜드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종종 악수를 나눕니다.
의사나 교수와 같이 전문가를 만나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합
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약속을 잡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
렵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질랜드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으
며 방문하는 목적과 도착 시간을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줍니다.
시간 엄수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거나 강의나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시간을 지키
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날 때에는 10 - 15분 정도 늦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참고할 사항
• 뉴질랜드 도로는 주행 시 좌측 통행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며 항상 도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동차 경적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명시된 규칙은 아니지만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다른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통행을 선호합니다.
• 뉴질랜드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불쾌감을 주는 행
동으로 간주하며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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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야외활동을 즐깁니다. 이 때문에 대부
분의 여가 시간을 야외에서 보냅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
아합니다. 인기 있는 종목으로는 럭비, 크리켓, 네트볼 등이 있습니다.
쇼핑, 우체국 또는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방문했을 때
는 차례를 지켜 줄을 서야 합니다. 즉,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서비스가 이루
어집니다(“선착순”). 다른 사람을 새치기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간주됩니
다.

이성 관계
뉴질랜드는 매우 개방된 사회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융화
되어 있으며 성별로 인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
지로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함께 친목 활동을 합니다. 모
든 고등 교육은 남녀 합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은 남녀 교사, 강사, 지
원 담당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
우되며 사회 내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은 종종 비
즈니스 리더, 정치인과 같은 감독자 직책을 맡고 있으며 뉴질랜드 가정에서의
아내/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역할은 한국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
2006 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구 중 2백만명 이상(55.6%)이 기독교인(주
로 성공회, 천주교 및 장로교)이며, 거의 1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인 종교 생활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종교로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는 다양한 종교 그룹과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종교 단
체의 연락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옐로우 페이지의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sations(교회 및 종교 단체)” 절 또는 화이트 페이지에서 종교 단체 또는 종
파 이름에 나온 전화번호를 찾는 것입니다

web

옐로우 페이지는 http://www.yellowpages.co.nz를, 화이트 페이지는
http://whitepages.co.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완 동물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애완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애완 동물 종류로는 물고
기, 새, 토끼 등이 있지만 가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기르는 애완 동물은 고양
이와 개이며, 특히 개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변, 공원 또는 길거리에
서 사람들이 애완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를 길

러본 적이 없다면 애완견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애완
견이 주위에 있을 때 유용한 몇 가지 안전 팁입니다.
•
•
•
•
•

애완견이 젖을 주고 있거나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개를 피해 달리지 마십시오. 개를 무서워하는 경우에는 조용하게 천천히 움
직입니다.
애완견의 성질을 건드리거나 도발시키지 마십시오.
개가 근처에 있을 때 항상 어린이를 주시하십시오.
개 주위를 뛰어다니거나 가까이서 달리지 마십시오.

고양이 또는 개 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여 알레
르기를 방지하십시오. 이 치료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web

주위에 개가 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dogsafety.govt.nz/dogsafety.nsf를 참조하십시오.

화장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공공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화장실
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화변기(쪼그려 앉는 변기)는 없으며 양변기
와 종종 남성용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으
며 보통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2개의 수도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 충격
해외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흥분감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
지만 학업 일정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좌절감, 외로움 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입니다. “문화충격”은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외국 문화를
접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은 여러 방식으로 문화충격을 경험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때때로 방향을 상실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어
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에 생활
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통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증상으로는 고립된
느낌, 좌절감, 향수병, 분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개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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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 다른 한국인 학생들에게만 의존하거나 뉴질랜드로 유학을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증상 중 여러 가지를 겪게 되며, 다른 사람들 또한 서로 다
른 강도로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이전
에 이러한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화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다음에는 문화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분주한 생활과 타인과의 상호 작용
• 하루의 일정을 바쁘게 계획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십시오.
• 다른 한국 학생들과 꾸준하게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이는 소속감을 갖고 외
로움이나 소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만드십시오.
• 수업 외 특별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다른 국가의 유학생들이나 뉴질랜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경험한 좋은 면에 대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뉴질랜드 문화를 이해한 후에는 더 이상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목표에 대한 방
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화와 같이 뉴질랜드 문화가 긍
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교육 기관에서 해외 유학생 상담사와 같이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담당자와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담당자가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용 가능한 지원 서
비스에 대한 연락 정보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향수병 극복하기
해외에서 어느 정도 체류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수병(가족이나 친
구에 대한 그리움)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에서 생활하고 학업을 시작할 때
는 이동, 교육,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흥분감과 걱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수병을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시기는 고국을 떠나기 전이나 해
외에 도착한 후 처음 몇 일 또는 몇 주가 지난 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
게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
견하거나 명절이나 기념일 또는 2학년을 시작하는 때에 향수병을 보다 크게 느
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 하루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정리하여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와 몇 달 후의 기록을 비교하여 자신이 어떻게
적응해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십시오.
•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 일반적인 신체 활동과 친목활동을 하십시오.

뉴질랜드로의 유학은 커다란 도전이자 계획이며 새로운 문화와 기후에 적응하
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익숙한 환경과 가정에서의 든든한 지원에서 떨
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가 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
다. 향수병은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는 향수병이 느껴질 때 이러한 기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
•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의 정상적인 단계입
니다.
• 자신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화에 적응하는 데
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 개방된 자세를 갖고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다른 국가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
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판단을 피하십시오.

•

•

•

•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경우에는 교사, 강사, 감독자, 뉴질랜드에서 먼저 체류하고 있는 한국 학생
이나 교육 기관의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어려움 없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유사한 감정을 겪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메일,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고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
락을 취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알
려달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건강식을 섭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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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자신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모든 것
들을 즉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값진 결과
를 얻고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체류, 출국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유학생 생활과 자신으로부터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친목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여가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
나봅니다. 학사일정이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들과 클럽에 가거나 그룹활동
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대인 관계를 맺
게 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국에서와 같이 익숙한 사람들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도시에는 한인 교회, 한인회,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한인회의 규모는 상당히 크고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에도 한국인 동호회가 있으
며 학생들이 친목활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호회실이 구비되어 있습
니다(학생회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학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교사, 상담사 또는 학생 교육 지원
센터(대학교 및 기술전문대학교에서 제공됨)의 담당자와 상담을 받으십시
오. 그러면 학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학습 및 시간 관리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조언을 제시해 줍니다.
이웃 또는 지역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향수병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변화에 적
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나중에라도 두통, 피로, 질
병, 동기 결여 등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학업
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의사 또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개방적이고 용감한 자세는 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뉴질랜드에
서의 생활을 즐겁고 풍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는 한국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아시아 매장과 마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민정, 22세, 한국
경상학부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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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숙박 시설은 네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
의 숙박 시설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 뉴질랜드에 정착한 후에 다른 종류의 숙박
시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숙박 시설은 향후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생
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의 목록에서는 네 종류의 숙박 시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한 해외 유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길잡이에 불
과합니다. 해당 숙박 시설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숙박 시설 종류
홈스테이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한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공부의 출발점으로 홈스테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뉴질랜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들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개인적인 공간
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유학생이 집안일과 가사를 돕고 통
금 시간 같은 각 가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며, 보통 가족 구
성원들과 함께 합니다.
홈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해야 한
다는 점입니다. 즉, 유학생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꾸준히 영어를 연습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인의 생활 방
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스테이 생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식사
제공과 일부 가정에서는 유학생의 세탁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의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보통 도시 중심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뉴질랜드 친구들을 만나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하지만 홈스테이는
뉴질랜드인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선사합니다.”
장민정, 22세, 한국
경상학부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홈스테이 생활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식습관이 유학생들이 익숙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유학생들이 친숙하지 않거
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애완 동물을 기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몇 유학생들은 홈스테이 생활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또 다른 유학생들은 홈스테이 생활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본인의 의사
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
사숙고한 후 숙소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기관에서 유학생의 모든 요구를 충족
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가정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소
개를 받은 홈스테이 가족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홈스테이로 바꾸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숙박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유학생과 함께 사는 것은 홈스테이 가족 구성원
에게도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홈스테이 가족들과 생활
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집안일 돕
기와 같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또한 식단,
식사 시간, 세탁물 보관실 및 전화와 컴퓨터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
보십시오. 일부 가정에서는 유학생이 직접 전화와 컴퓨터를 준비해야 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생리용품을 폐기하는 장소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입니다. 샤워 및 세탁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
랜드 가정에서는 수도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샤워 시간을 10분으로 제
한하므로 홈스테이 가족의 규칙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기세가 높은 편이며 몇몇 종류의 히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
고 방치해두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전기 장
판을 사용할 때 잠자는 동안 전기 장판을 계속 켜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숙사/호스텔
기숙사와 호스텔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숙박 시설로, 보통 빌딩이나 대
형 주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1인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생과 함
께 2인 1실을 사용합니다. 빌딩의 모든 객실은 다른 학생들에게 배정됩니다. 많
은 기숙사와 호스텔에는 새로 온 학생들을 도와주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숙
사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숙사와 호스텔은 학생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
고 또 다른 시설에는 각각의 스튜디오(원룸형)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이
구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주 한번씩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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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각자의 객실은 학생들이 직접 청소해야 합니다.
보통 기숙사와 호스텔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거나 학교에서 도보 거리에 있습니
다. 특별히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호스텔에는 주류
반입이 허용되므로 주말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
다. 주류 소비와 술취한 사람들을 다루는 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0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하숙
하숙을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용 주택이나 하숙집에서 1인실을 사용하게 됩니
다. 여기서는 식사가 제공되며 보통 다른 하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앞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신의 방을 직접 관리하고 청소해야 하지만 집안일이
나 가사를 도와야 하는 의무 사항은 하숙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숙 생
활을 할 때는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입주와 퇴실이 가능합니다. 하숙 생활이 홈
스테이와 또 다른 점은 주거 생활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
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17.4절)에서는 교육 기관으로부터 홈스테이 또는 하숙집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기관에서 배정한 홈스테이 및
하숙집에만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홈스테이의 경우 숙박 시설을 배
정한 기관 또는 담당자가 홈스테이 가정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써 해당 홈스테이 가정이 유학생의 필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장할 수 있습니
다. 18세 이상의 유학생이 직접 하숙집을 구한 경우에는 주거 환경과 시설이 원
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플랫
플랫은 임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유학생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들
과 함께 플랫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플랫에는 가구가 비치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스, 전기시설, 전화 등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불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설치할 때는 설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은 1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구하며 대부분은 최초 보증금과 2주 이상의 집세를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합
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금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주택부(Department for Building and Housing)에서 시행하
는 이 시스템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금은 플랫 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집을 떠날 때 집의 상태가 계약 전과 같다면 환급됩니다. 이미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플랫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web

주택 임대, 세입자 계약 및 보증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http://www.dbh.govt.nz/tenancy를 참조하거나
0800 TENANCY(0800 83 62 62)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랫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2인 1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 크기에 따라 임대 비용이 결정됩니다. 다
른 모든 비용은 플랫 거주자들과 함께 공동 부담하고 식사 준비, 청소 등도 분
담하여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은 대학에서 배정한 숙박 시설에 비해 다소 절차가 복잡한 편
이지만 완전한 설비가 갖춰져 있고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하숙을 제공하거나 뉴
질랜드 사람들과 플랫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을 임대하고 가구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고 가구점에서 구입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 부담
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곳곳에는 많은 중고품 매장이 있으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중고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web

중고품 판매에 널리 사용되는 2개의 웹사이트는 http://www.te.co.nz
와 http://www.trademe.co.nz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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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New zealand

부부
및 가족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자국에서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차이
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도전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가족이 있
으면 이 과정이 쉬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배우자나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이주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정착했을 때 이웃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뭐든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안병수, 23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4학년 재학
매시 대학

적합한 주거 장소
대학 호스텔은 가족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플랫 또는 아파
트를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유학생 상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결정
등록 자격
뉴질랜드로 이주한 경우 자녀들은 “국제 학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학교
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제 학생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등록한 해외 유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학생 자격으로 뉴질랜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web

자녀가 뉴질랜드 학생 또는 국제 학생 중 뉴질랜드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
nz/migrant/stream/study/canistudyinnewzealand/joiningmyfamily/를 방문한
다음”domestic students(내국인 학생)” 링크를 클릭하고 “Amendment
Circular 2007-11PDF”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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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을 위한 학교 등록
web

모든 학교에서 국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
드 교육 기관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제 학생 입학을 허가하는 여러 교육 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zealandeducated.com

일반적으로 국제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들은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 다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web

뉴질랜드의 사립 학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snz.org.nz/를
참조하십시오.

내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 등록
대부분의 뉴질랜드 자녀들은 집에서 인접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부모/보호
자들의 결정에 따라 원하는 주립 학교(공립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학교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에서 지역별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주거 지역에 따라 입학 허용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지
만 입학 가능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web

각각의 학교 또는 특정 학교 범위의 주소와 인구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http://www.tki.org.nz/e/schools/에서 Te Kete Ipurangi(TKI)를
참조하십시오.

고등 교육 과정 정보

web

뉴질랜드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wi Career(키위 커리어) 사이트 http://www.kiwicareers.govt.nz/
를 참조하고 전체 고등 교육 기관의 목록을 보려면 http://www.minedu.
govt.nz/를 방문한 다음 “Tertiary(고등 교육)”를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
롤한 후 “Contacts and Links(연락처 및 링크)”를 클릭하고 “Tertiary
Sector Links(고등 교육 부문 링크)”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하면
해당 고등 교육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Married Couples and families

학교 정보 찾기
학부모/보호자는 관심이 있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학교 방문 일정을 정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 교사 및 직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등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 안내서를 구비하고 있습
니다.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 헌장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web

학부모는 또한 최근 공개된 교육 평가청(Education Review Office)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현지 교육 평가청 또는 교육 평가청 웹사이트
(http://www.ero.govt.nz)에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결정한 후 학부모/보호자는 일반적으로 입학 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시작 시간, 학교 운영 방
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방문 시 학부모/보호자는 종종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관계 형성
• 학교 입학 후,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커뮤니티 일원으로서의 자격
이 부여되며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친목 활동. 가족들이 커다란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던 경우 뉴질랜드
로 이주했을 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 그룹, 클럽 또
는 종교적 커뮤니티와 같이 사회적 모임의 일원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인 교회나 한인회 또는 학생회는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인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
체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학생회 연락처 정보는 115페이지에 나
와 있으며 현지 한인회 협회에 관한 정보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자원봉사. 가족 구성원이 뉴질랜드에서 유급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 경우(80페이지의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참조) 자원봉사는 기술을 습
득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 기관의 해외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 내의 그룹, 조
직 및 자원봉사 단체의 연락처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국에 연락하기
고국의 가족,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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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인터넷을 신청해야 합니
다. 여러 ISP를 통해 다양한 가격대, 결제 방식, 속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인터넷 공급자는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매월 고정 요금제를 적용
합니다.

web

ISP 목록, 연락처 및 가격에 대한 정보는 http://www.netguide.co.nz로

이동한 다음 쇼핑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대형 교육 기관과 일부 소규모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과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과 도시에는
사이버/인터넷 카페가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분당 약 $1). 또한 많은 공공 도서관에서 이메일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노트북 연결하기
뉴질랜드에서 전화선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을 설정하려면
RJ45형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할 경우 2개 혹은
3개의 평평한 전원 플러그가 있는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전원 공급
장치는 230 V 50 Hz 교류 전류(AC)입니다. 벽면형 플러그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호
주/뉴질랜드 3핀 타입입니다.

편지 부치기 – 우편
주요 우편 회사인 뉴질랜드 우체국은 매우 효율적인 국내/국제 우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우체국이나 몇몇 데어리(소규모 현지 편의점), 서
점, 주유소에서 우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의 경우 해당 국가가 속해 있는 구역에 따라 비용과 배
송 시간이 다릅니다(한국은 구역 C에 속함). 서신의 경우 International Air(국
제항공)와 International Economy(국제 이코노미)의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Air(국제항공)은 보다 빠른 서비스이지만 International
Economy(국제 이코노미)가 더 저렴합니다. 소포의 경우에는 International Express
(가장 빠른 서비스), International Air(약간 저렴하나 빠른 서비스), International
Economy(느리지만 훨씬 저렴함) 등의 3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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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우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부담 전화
0800 501 501번으로 문의하거나 http://www.nzpost.co.nz를 방문해
보십시오.

전화 이용
대부분의 공중 전화는 데어리나 신문 판매점(잡지를 판매하는 소형 키오스
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불 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최소 NZ$5 정도 합니다. 몇
몇 공중 전화에서는 신용 카드와 동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전화 번호는 7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코드는 0으로 시작
하는 2자릿수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화를 걸 때 먼저 2자리
지역 번호를 누른 후 전화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뉴질랜드의 지역 번호는 부록
에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국제 전화를 걸려면 다음 순서대로 번호를 누르십시오.
• 국제 전화 액세스 코드
• 국가 코드
• 지역 번호(0 제외)
• 현지 전화 번호
뉴질랜드 시간은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을 제외하고 한국보다
3시간 빠릅니다(여름 동안에는 한국 시간보다 4시간 빠르게 맞춰야 함. 서머타
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전화를 걸 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중에
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부의 지역으로 전화를 걸면 국내 통화 요금이 부과됩니
다. 0800 또는 0508로 시작하는 전화 번호는 수신자부담 번호입니다. 0900로 시
작하는 전화 번호는 무료가 아니며, 보통 분당 통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1번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긴급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전화는 경찰서, 소방서, 구급차 등이 있
으며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질랜드의 전화번호부는 화이트/옐로우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페이지
에는 뉴질랜드 가구 및 회사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옐로우 페이지에
는 회사와 조직의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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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화번호부는 http://www.whitepages.co.nz 및
http://www.yellowpages.co.nz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화이트 페이지 및 옐로우 페이지의 사본은 모든 가정과 회사에 무료로 제
공되며 공중 전화 부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집 전화
뉴질랜드에서 집 전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회사로는 Telecom(텔레
콤)과 Telstraclear(텔스트라 클리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든 시내 통화(동
일한 지역 번호를 사용한 통화)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시외 전화와 국제 전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금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집 전화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매우 비싸며 선불 국제 전화 카
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합니다. 집 전화를 사용하려면 먼저 00(국제 전화
액세스 코드)를 누르고 국가 코드 + 지역 번호 + 전화 번호 순으로 누르면 됩니
다. 국가 코드, 지역 번호,

web

시간차에 대한 정보는 http://www.countrycallingcodes.com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코드는 본 가이드의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톨바(Toll Bar)
일부 가정에는 전화기에 “톨바(Toll Bar)”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내 통화 외
의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외 전화를 걸려면 먼저 PIN을 눌러야 합니다.
선불 국제 전화 카드
선불 국제 전화 카드는 데어리, 주유소 및 신문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전화를 걸 때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선불 카
드를 사용하면 뉴질랜드 또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전화를
거는 방법은 카드에 있는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카드 금액을 모두 쓴 경우 다
른 카드를 구입하면 됩니다. 보통 NZ$10부터 다양한 금액의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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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고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매우 널리 사
용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선불 전화 카드를 구입하거나 Vodafone(보다폰)
(GSM 900 및 GSM 1800) 또는 Telecom(텔레콤)(CDMA)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
니다. 휴대폰을 신규 가입할 때는 보통 1 - 2년의 최소 약정 기간이 있으므로 개
설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휴대폰용 선불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휴대폰에 일정 금액의 크레딧을
충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잡지 판매점, 데어리, 슈퍼
마켓, 주유소 등에서 “선불 카드”를 구입하여 크레딧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휴
대폰 선불 카드는 NZ$20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
불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매달 충전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
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수신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발신 통화의 경
우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신규 가입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할 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통화 및 메시지 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정된 요금제를 초과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경우 매월 말, 청구서가 발급될 때 합산되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
다.
휴대폰을 가입하려면 2가지 형태의 ID가 필요하며(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포함)
18세 이상의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NZ$250 상당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전
화기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임대는 도착한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이미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의 전화 시스템은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우 고유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한 휴대폰이 뉴질랜드 모바일 네트워크와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휴대폰에 텔레콤 뉴질랜드와 유사한 CDMA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더라도 휴대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보호 코드로 인해 휴대폰을 판
매한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호환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텔레콤 네트워크로 연
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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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모바일 네트워크와 호환되므로 보
다폰으로부터 SIM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폰 매장에서 약
NZ$35 정도 하는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IM

카드는 텔레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휴대폰이 잠겨 있지 않
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네트워크 운영자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구입
하지 않은 경우 원래 내장된 휴대폰 기능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
Living in New zealand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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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산 및 수입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양고기,
송아지 고기, 소고기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유제품을 비롯
한 광범위한 과일과 야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세계 각
국에서 수입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나 마켓이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
에게 친숙한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셔도 해가 전혀 없으므로 물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음식은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재료와 향신료, 조리법이 사용
되기 때문에 맛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식단은 육
류 또는 생선 요리, 감자, 파스타 또는 밥, 야채나 샐러드로 구성됩니다.
아침은 종종 약식(토스트, 시리얼 등의 간단한 식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들 각
자가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서 9시 사
이 기상한 후 바로 아침을 먹으며 점심 식사는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먹습
니다. 이 때는 일반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며 샌드위치나 과일
과 같은 찬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가
정에서 점심을 준비하여 학교나 직장에서 먹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루 중 주
된 식사인 저녁은 오후 시간에 먹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가족 구성원들과 함
께 하며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Food

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상점이 있는지 여부
를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시장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비롯한 각종 상품을 매우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말 시장 혹은 벼룩 시장이 열립니다. 해당 도시나 지역
에 이러한 시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사람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어리란?
데어리는 작은 편의점으로, 신문, 빵, 우유, 소프트드링크, 개인 용품과 같은 다
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데어리에서는 필수품을 판매하지만 육류나 생
선은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영업 시간은 상점마다 다르지만,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
영됩니다. 도시의 경우 24시간 편의점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석유(가솔린)와 차량용 액세서리 외에도 주유소에서는 각종 필수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슈퍼마켓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식품 구입 장소

외식

슈퍼마켓
대부분 뉴질랜드 사람들은 주중에 슈퍼마켓에서 다가오는 주를 위한 식품을 구
입합니다. 슈퍼마켓에는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식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료품, 과일 및 야채, 육류 및 생선을 비롯하여 청소 도구,
전구, 전용 쓰레기 봉투, 욕실 용품 등의 필수 개인/가족 용품과 신문, 잡지 등
을 판매합니다. 슈퍼마켓마다 영업 시간은 다르지만 주요 도시의 경우 보통 오
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일주일 내내 문을 엽니다. 일부 슈퍼마켓은 24시간 내
내 운영됩니다.

뉴질랜드는 전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
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많은 아시아 레스토랑과 테이크아웃
음식점이 있습니다.

고국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
고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는 외국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
에는 잘 알려진 양념과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많은 곳에서 다양한 아시아 요
리 재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특수 상점에서는 한국 과자류와 상품

푸드코트는 한 공간에 여러 가지 테이크아웃 음식점이 모여 있는 장소로, 저렴
한 가격으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푸드코트는 쇼핑몰이나 대형 복합
영화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트코트에서는 전세계 음식을 맛
볼 수 있으며 한국 음식점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선택한 음식점에 따라 점심 식사의 경우 NZ$7, 저녁 식사의 경우 NZ$12–$15만으
로 외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외식은 매우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1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만 외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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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람들은 종종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 되고 낮에는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이동 방법입니다. 단,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 밖을 나설 때는 항상 집에서와 같이 일반적
인 모든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도시 간 이동, 도시 주변으로 가는 방법을 포
함하여 이동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i-SITE 방문객 센터(i-SITE Visitor
Centre) 에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뉴질랜드 지역과 도시에는 이러한
지원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 사이클링/바이킹
자전거는 단거리 이동 시 대중적인 교통 수단이며 산악 자전거는 인기 있는 스
포츠입니다.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야간 주행 시에는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
는 사람들에게 도로 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많은 뉴질랜드 도시에서는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
다.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
일반적으로 목적지에 가장 근접한 대중 교통 형태에 따라 이용할 대중 교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서비스에는 상세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특정 교통수단을 탈 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은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가 다릅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오후 5시
에서 7시 사이와 같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 횟수가 보다 많습니다. 나
머지 시간은 보다 적은 횟수로 일정 시간 간격에 따라 운행됩니다. 주말의 경우
에는 자정 이후까지 대중 교통이 운행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정에
운행이 중단됩니다. 일부 대중 교통에서는 학생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
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ID 카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으므로 티켓
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버스
현지 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는 현지 사람들, 교육 기관 또는 집주인 가족들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 또는 데어리나 편의점에서 버스 티켓을 구
입할 수 있으며 종종 장기 통행권 또는 다구간 티켓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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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역과 도시에서 버스는 정기적으로 운행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일정 간
격으로 운행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버스를 타기 전에 시
간표를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버스 시간표는 매우 유용하며 버스 정류소에 부
착되어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형 버스 터미널 또
는 도시 전체의 정보 서비스 위치에서 시간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워 중에는 버스가 매우 혼잡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번에 버
스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만원인 경우 사람
을 더 태우기 위해 정류소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밤 늦게 혼자 버스
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버스 뒷좌석이 보다는 운전사 가까이에 있는 좌석에 앉
으십시오.
또한 뉴질랜드 내의 여러 도시와 지역 간을 운행하는 장거리 버스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web

Intercity Coachlines(http://www.intercitycoach.co.nz)는 주요 장거리 버스

회사로, 북섬과 남섬의 대부분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선택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다수의 소규모 버스 회사도 있습니다.
기차
오클랜드 내에는 2개의 현지 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웰링턴에는 여러 개의
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철도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로 운행되는 기차는 거의 없습니다.
web

뉴질랜드에서 몇몇 주요 도시 간을 운행하는 유일한 철도
회사는 Tranz Scenic로, 0800 872 467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http://www.tranzscenic.co.nz/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때 현지 철도 업체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web

웰링턴 내에서 기차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전화번호부에서
Tranzrail 를 찾아보거나 http://www.tranzmetro.co.nz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클랜드 내의 철도 운행에 대한 정보나 기차를 예약하려면
(09) 366 6400 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http://www.maxx.co.nz/ 또는
http://www.connexauckland.co.nz/를 참조하십시오.

택시
다른 대중 교통에 비해 택시는 비용이 다소 높지만 여러 사람이 요금을 분담하
거나 짐이 많은 경우, 또는 밤 늦은 시간과 같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교와
도심 중앙에는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기 위한 택시 정류소가 있습니다. 빈 택
시를 발견한 경우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거나 택시 회사로 전화를 걸어 현재 있
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회사로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요금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페리
오클랜드와 웰링턴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고 경제적이며 즐거운 기분으로 이동
할 수 있는 항만 페리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리는 북섬과
남섬 간에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웰링턴 항구와 픽턴 간을 이동합니다.
페리에는 자동차와 승객들이 모두 탑승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
에는 요금이 매우 비쌉니다. 사전에 페리를 예약한 경우에는 종종 정가에 비해
상당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web

페리는 Bluebridge Cook Strait Ferry (http://www.bluebridge.co.nz 또는
수신자부담 전화 0800 844 844)와 Interislander Ferries(수신자부담 전화
0800 802 802 또는 http://www.interislander.co.nz)의 2개의 페리 운송
회사에서 제공됩니다.

항공
뉴질랜드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가장 고가이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이 경우에
도 사전에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종 정가에 비해 상당한 할인 혜택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 및 구입하려면 신용 카드가 필
요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출발 시간에서 최소 30분 전까지 공항에서 탑승수속
을 마쳐야 하며, 국제선 연결편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발 시간 1시
간 전에 탑승수속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진 ID를
지참해야 합니다.

web

주요 국내선 항공사로는 Air New Zealand (http://www.airnewzealand.co.nz)
와 Pacific Blue(http://www.pacificblue.co.nz), Qantas (http://www.qantas.com.au)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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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New zealand

학생 전용 여행사(STA)
STA 여행(http://www.statravel.co.nz)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항공권과 휴양 패키

지 예약을 대행해주는 매우 유용한 학생 전용 여행사로, 뉴질랜드 전역과 전세
계 모든 지역에서 학생 할인이 적용되는 국제 학생 ID 카드(ISIC)를 발급해줍니
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는 연령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ID 카드를 발급하려면 HANZ 18+ 카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web

18+ 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http://www.hanz.org.nz/index.cfm/18_
Plus_Cards나 뉴질랜드 우체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 비용은 NZ$20이며, 법정 진술서를 작성하고 18세 이상임과 본인의 신
원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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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뉴질랜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최
신 상태의 유효한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운전면허
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영
문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고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것이 권장됩
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유효한 해외운전면허증으로 12개월간 운전이 가능하고
12개월 후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려면 오토바이 전용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
니다.
뉴질랜드 운전면허 시험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각 단계의 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한번의 필기 시험과 두 번의 주행 시험으로 이루어
집니다.
운전면허 상태
학습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으나 혼자서 운전하
학습 면허
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학습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운전 보
조석에 감독자가 함께 동승해야 합니다. 감독자는 현재 2년 이상
자동차 정식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추가적인 규칙으로는 음주운전 법정 알코올농도 제한과 학
습 면허 표시(L)의 부착 등이 있습니다.

web

제한 면허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LTSA) 웹사이트에서 “Factsheet 45: how to get your
licence(보고자료 45: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를 참조하십시
오(http://www.landtransport.govt.nz (LTSA/Factsheets)).
제한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혼자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운전이 제한됩니다. 이 시간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보조석에 감독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감독자
는 2년 이상 뉴질랜드 정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어야 합니다. 혼자 운전을 할 때는 부양 가족(예: 자녀)과 배우자
만 태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20세 미만일 경우 음주운전 법정
알코올농도 제한은 학습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전 운전
을 위해서는 운전하기 전에 술을 삼가십시오(추가 규정 및 정보
에 대해서는 LTSA Factsheets를 참조하십시오).
정식 면허

혼자 운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도로의 좌측으로 주행하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많은 교통규칙들
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전에 이러한 규칙들
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 중 하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주행 중인 차가 없을 때 우회전
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주요 교차로에서 종종 오른쪽 화살표가 사용됩니다). 뉴
질랜드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 운전 면허 취소 혹은 금고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뉴질랜드 도로교통법규(New Zealand Road Code)
사본을 구해 주행 시 도로 규칙과 교통 표지판 및 신호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web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LTSA)에서도 뉴질랜드 방문자를 위한 팩트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Factsheet 56, New residents and visitors: driving
in New Zealand(보고자료 56, 새 이민자와 방문객들: 뉴질랜드와 운
전)). 도로교통법규(Road Code)와 Factsheet 56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LTSA) 웹사이트 http://www.landtransport.
govt.nz를 참조하십시오. 도로교통법규(Road Code) 사본은 모든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협회(AA: Automobile Association)에서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할 것이 권장됩
니다. 이 교육은 운전 경험이 없는 초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 경력자들에게
도 뉴질랜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 줍니다. 안전운
전 교육은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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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자세한 내용은 옐로우 페이지나 AA 웹사이트 http://www.aa.co.nz를
참조하십시오.

운전 시 주의 사항
뉴질랜드의 교통사고나 사고로 인한 사망의 이유는 과속,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교차로 양보 불이행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행 속도 - 과속
뉴질랜드 도로(도심 외곽 지역)에서 최고 주행 속도는 100 km/h입니다. 이것은
주행 중 허용되는 최고 속력으로, 속도 감속을 요구하는 모든 속도 제한 표지판
을 따라야 합니다. 속력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속도 표지판이 없는 이상 도시/거
주지역의 제한 속도는 50 km/h입니다. 속도 표지판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위
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도로 상에서도 속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속도 제
한 표지와는 별도로 운전자는 교통 혼잡 지역, 정체 지역, 가시 거리가 짧은 날
씨 또는 노면이 젖은 경우 등 도로의 상황에 따라 감속 주행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20세 이하의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음주량은 매우 낮으며 음주를 삼가
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
이며 면허 취소 혹은 금고형 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벨트/좌석벨트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는 앞/뒤 좌석에 관계없이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
야 합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법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의무 및 책임을 집
니다. 운전자는 또한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승인된 아동용 좌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보 불이행
운전자는 반드시 “양보(Give way)” 규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로에서 큰 사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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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반드시 차량을 정지
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응급처치를 하고
111에 전화를 걸어 긴급구조(예: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또한 추후의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교통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경
찰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파손된 기물의 소유주에게 가해 차량 소유주
와 운전자의 이름 및 주소를 알려줘야 합니다(피해자 측의 이름, 주소 등의 정
보도 기록해 두십시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파손된 기물의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교통사고 후 60시간을 넘
겨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람을 비롯하여 목격자의 이름
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지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반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십시오. 불행하게도
일부 국제 학생들은 운전과 차량 소지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차
량을 소유하는 데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차량 유지보수, 연료 및 보험에 대
한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생
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뉴질랜드 학생들은 차량 소유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
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가치는 금새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한 차량을 팔 때
받는 구입 당시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혹은 차를 팔 수 없는 경
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차량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십시
오.
구매한 차량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현행 WoF(Warrant of Fitness: 차량 안전도 검
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소유한 차량이 미등록 차량이거나 WoF를 받지 않은 경
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려면 차량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등록 만료일을 나타내는 라벨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라벨은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합니다. 뉴질랜드 우체국과 같은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LTSA)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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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관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만료일 전에 차량 등록증을 갱신해
야 합니다.

web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ndtransport.govt.nz를 방문하십시오.

차량 안전도 검사(WoF)
차량 안전도 검사(WoF)는 오토바이, 승용차, 승합차, 소형 트럭 및 중장비 트럭
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도 검사입니다. 이 안전도 검사를 통과하면 WoF 라
벨이 앞 유리에 부착됩니다. 라벨에 표시된 만료일 전에 안전도 검사(WoF)를 다
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
니다. 차량 등록증과 유효한 안전도 검사증(WoF)이 없을 경우 집 밖에 차를 주차
해 두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초로 차량을 등록한 후 6년 이내의 차량은 매 12개월마다, 그 외의 차량은 매
6개월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안전도 검사 기관
승인된 자동차 정비소 및 검사 기관에서 안전도 검사(WoF)를 실시합니다. 가
까운 안전도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는 옐로우 페이지의 Automotive Repairs and
Servicing(자동차 정비 및 서비스) 편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차 보험
차량을 구매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5세 미만의 운전자에게
는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며 운전 기록과 소유한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
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문 서류 권장). 이 증명서는 한국 보험회사에서 무
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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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험

교통 사고, 도난 사고, 화재, 차량 파손 및 자연 재해와
타인의 기물 또는 차량에 대한 파손을 보상합니다. 이 보
험은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한정특약 보험

종합 보험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와 보험사가 차량의 가치(현재 시장가 또는 정가)
및 수리 불가능한 파손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제 3자, 재해 및
도난사고 보험

보험 가입자의 차량에 대한 재해와 도난 사고 및 제3자
의 기물 또는 차량의 파손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보험

보험 가입자로 인한 제 3자의 차량 및 기물 파손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합니다 4개 옵션 중 보험료가 가장 저렴
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
니다.

중요 정보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도 검사(WoF)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무면허
운전 시의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eb

자동차 보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질랜드 보험 협회(Insurance Council
of New Zealand) 웹사이트 http://www.icnz.org.nz를 참조하십시오(“Consumer
Advice(고객 상담)”의 “Motor Insurance(자동차 보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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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전체적
으로 볼 때에는 생활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으려면 치밀한 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용과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금
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문으로는 교육비와 숙박비, 식대를 들 수 있습니
다.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직접 교육비
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화폐
뉴질랜드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뉴질랜드 달러로, 달러는 센트로 나뉘는데,
100센트가 1달러에 해당합니다. 화폐 기호는 달러의 경우 $, 센트의 경우 c가
사용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폐 단위는 $5, $10, $20, $50, $100이고 동전은
10c, 20c, 50c, $1, $2입니다.
web

통화 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anda.com/convert/classic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뉴질랜드인들은 고액을 현금을 소지하거나 집에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고액의 돈은 은행 계좌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와 은행 거래 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이나 허가된 사용자만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거의 모든 주요 은행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갖추고 있습
니다. 학생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권, 정규 학생임을 입증하는 교육 등록
증빙자료(입학 승인서 또는 학비 영수증 등), 뉴질랜드 거주 주소 증빙서가 필
요합니다. 등록한 교육 기관에서 이미 특정 은행을 지정해 둔 경우에는 보다 간
편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영업하지
만 은행 거래 고객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사용하여 24시간 내내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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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24시간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다
른 방법으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뉴질랜
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은
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은행 계좌 번호가 제공되며 이 계좌 번호를 사용하
여 예금을 저축하고(해외 송금 포함)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 관련된 업무
를 처리할 때 계좌 번호가 필요하므로 이 번호를 기록해 두고 안전한 장소에 보
관해 두십시오. 계좌 개설 후 2 - 3일 내에 ATM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거나 은
행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식별 번호(PIN)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
에 PIN 번호를 지정했으면 ATM 기기나 EFTPOS(현금 직불기)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IN 번호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PIN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송하는데, 매주, 격주 또는 매월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계좌는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할인된 가격이지만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여 은행에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수수료 이외에 거래 내역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금과 인출 내역이 표시됩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참조 자료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십시오.
18세 이상인 경우 은행 계좌와 연계하여 수표책이나 신용 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카드 당좌대월을 신청하려면 약간의 담보물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사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
드 지역과 도시 전역에는 많은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은행 지점 바
깥이나 쇼핑 구역, 쇼핑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TM을 사용하려면 은행 카드
를 집어 넣고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 ATM을 사용하면 예금 인출, 잔액 확인, 계
좌 간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소유가 아닌 ATM을 사
용하는 경우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TM 이용 시 인출할 수 있
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용 한도 금액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일부 은행

의 ATM에서는 하루에 최대 $1000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어떤 은행에서는 1일
인출액을 NZ$800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은행, 보유한 계
좌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ATM에서는 거래 건당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고액의 청구 요금을 납부하려는 경
우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EFTPOS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FTPOS(현금 직불기)
EFTPOS를 사용하면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FTPOS는 뉴질랜드인들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상
점, 레스토랑, 판매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FTPOS를 사용하려면 은행 카드
의 마그네틱선을 읽는 특수 기기에 은행 카드를 긁습니다. 그리고 결제할 계좌
를 선택한 다음 PIN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이 선택한 계좌에서 매장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많은 판매점에서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
록 EFTPOS 기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단, ATM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EFTPOS를 사
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일 한도가 $2,00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는 은행, 보유한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 카드
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 카드는 Visa, MasterCard, Diners 및 American Express입니
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PIN을 입력하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 방식을 선택한 경우 카드 뒷면의 서명과 거래 시 적
은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서명하는 방식보다 신용 카드 확인을 위해 PI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 결제
은행의 수표책을 사용하여 개인 수표를 이서함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직접 대금을 지불하려는 경우(우편이
아닌) 서명을 포함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표로 결제하는 방법은 EFTPOS
에 비해 덜 일반화되어 있지만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EFTPOS를 사용하는 경
우 일일 한도가 $2,000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표에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수표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EFTPOS는 기기가 설치된 매장에서 직접 결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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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터치톤 전화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은행의 수신자부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계
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용 가격표
항목

비용

항목

비용

테이크아웃 식사

$7.00 – 10.00

생수 1병(1.5L)

$1.50

사과 1 kg

$1.00 – 3.00

설탕 1.5kg

$2.66

토마토 1 kg

$3.00 – 10.00

닭고기 1.5kg
(1마리)

$8.40

(계절별)
우유 1 L

$2.20 – $2.40

콜라(캔)

0.80c – $1.50

은행 카드 및 신용 카드 보관

휴대폰

$150.00+

학생 영화표

$8.50 – 12.50

항상 은행 카드와 신용 카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도록 하십시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은행으로 연락하여 카드를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분
실물이 경찰서로 반환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
부 경우 분실 신고 내역을 입증하는 경찰 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도난 및 분실된
EFTPOS 카드(신용 카드 아님)의 재발급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
서 연락처는 현지 전화번호부를 참조하십시오.

노트북

$2,000.00+

휴대폰 통화료

0.49c – $1.50

온라인 뱅킹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인
터넷 뱅킹을 위해 보안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
행 직원이 고객의 온라인 뱅킹을 설정해 줍니다.

소비 계획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경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처음 두
달 동안 지출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돈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관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 복지 담당자
와 상담하여 예산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
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용
아래의 표는 뉴질랜드의 물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몇몇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 목록은 2007년 9월에 작성된 것이며 현재 가격과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web

뉴질랜드 물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려면 http://www.immigration.
govt.nz/nzopportunities/lifestyle/costofliving/comparecost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상기 가격은 대략적인 금액에 불과합니다.

예산 계획
뉴질랜드에 체류 중일 때 언제나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대부분의 비용은 뉴질랜드 정착 초기에 발생하거나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플랫으로 이사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종종 간과하기 쉬운 지
출 중 하나는 교과서 비용으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각 권당 $100에 달하며 수업
마다 최소 1권 또는 2권의 교과서를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비어 있는) 플랫에 입주할 때는 냉장고, 세탁기, 난방 기구(뉴질랜드
의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를 비롯하여 침대, 선반, 소파,
책상 등의 가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직접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
며 품질 상태에 따라 총 $500 - $3000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의 경우 가
스, 전기 및 전화선 설치 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플랫 보증금과 선 집세 지불 포함). 플랫 보증금과 같이 이러한 금액의 상당수
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뉴질랜드의 물가와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경비에 대해 초과 예산을 계획
하여 대량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이
나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약간을 돈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
다. 매주 이러한 용도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두십시오.

web

대략적인 임대 비용에 관한 정보는 http://www.immigration.govt.nz/
migrant/settlementpack/Housing/PayingRen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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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또는 매달 지출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
오. 아래에는 주간 예산 계획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열에 자신이
직접 지출 내역을 채워 초기 예산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

호스텔/기숙사

플랫

홈스테이

집세

$250.00

$120.00

$200.00

전기/가스

$15.00

식대

$45.00
$15.00

$25.00

$20.00

유흥비

$15.00

$20.00

$15.00

여행

$5.00

$25.00

$20.00

시외전화

$10.00

$10.00

$10.00

휴대폰 요금

$10.00

$10.00

$10.00

의복

$20.00

$20.00

$20.00

긴급상황

$20.00

$25.00

화장품

$5.00

생리용품

$2.50

총액

내 지출 내역

$7.00

청소용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 http://www.ird.govt.nz에서
“Tax residency(과세 대상 거주민)”를 참조하십시오.

세법에 명시된 거주민 규정은 일반적인 시민권 규정과 다릅니다. 뉴질랜드 시
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뉴질랜드 거주민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거주민은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에 대한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가이드의 인쇄 시점에서 공시된 뉴질랜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율
(ACC 소득자 징수 제외)

소득세율
(ACC 소득자 징수 포함)

$20.00

연간 최대 $38,000

19.5%

20.8%

$7.00

$5.00

$38,001 - $60,000

33%

34.3%

$2.50

$2.50

$60,001 이상

39%

40.3%

신고 안함 (고용주에 대
핸 과세 코드 신고서
(IR330)를 작성하지 않음)

45%

46.3%

$322.50

$2.50
$352.50

뉴질랜드에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는 뉴질랜드에 직계 가족
이 거주하고 있거나 뉴질랜드로 이주할 계획 또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
거나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의 토지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web

간식비

전화요금

•
•

$334.00

이 가격은 예상값에 불과하며 도시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세제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 개인과 조직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
는 이러한 세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출을 충당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
하고 뉴질랜드의 세제를 관할하는 기본 정부 부서입니다.
유학생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해
야 합니다.

급여, 봉급 또는 직업소득(Work and Income)의 수당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
천징수(PAYE) 방식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즉, 세금이 이미 공제된
상태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이 발생
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매년 3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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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ird.govt.nz를 방문해
보십시오

비자조건변경을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이민국으로 문의하거나
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비자조건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0508 558855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조건변경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
급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

web

IRD 번호와 용도

work/worktoresidence/LinkAdministration/ToolboxLinks/officeandfeescalculator.
htm?level=1을 참조하십시오.

IRD 번호는 국세청에서 모든 세금 납부를 식별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고유 번

호로, 일을 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경우나 뉴질랜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IRD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IRD 번호를 고용주나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 또는
은행이 급여에서 45%, 은행 이자에서 39%의 더 높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세청에 IRD 번호를 신청하려면 IRD number application – individual (IR 595) (IRD 번
호 신청서 – 개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출생 증명서나 현재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함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문제에 관한 추가 정보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서 발행한 두 가지의 유용한 자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Taxes and Duties(세금 및 의무): An Introduction to New Zealand’s Tax System (IR 295)

특정 상황에 따라 유학 생활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직업경험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이상 정규 교육 과정에 등록한 경우 크리스마스나 새해 휴일 중(주당
40시간 가능)
정규 교육 과정에 등록한 경우 학사일정 동안 주당 최대 20시간:

•
•
•
•

(뉴질랜드 세제 소개)
•

web

New Zealand Tax Residence(뉴질랜드 과세 대상 거주민): Who Is a New Zealand
Resident for Tax Purposes? (IR 292) (뉴질랜드 과세 대상 거주민이란?)

이러한 발행물과 다른 일반적인 세금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ird.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적절한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소득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려면 학생허가사증에 대한 비자조건변경신청서
(Variation of Conditions)를 받아야 합니다.

•

사립 교육 기관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최소 2년간 학사 일정을 이수하
는 경우
기술 이민 범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명시된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뉴질랜드 자격증을 이수하는 경우
12학년 또는 13학년의 정규 중등 교육에 등록하고 해당 교육 기관으로부
터 서면 허가서와 학부모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은 경우
사립 교육 기관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정규 교육 과
정에 등록한 경우. 비자 또는 이민국에서 학업의 주요 목적이 영어 능력
개발임을 승인하고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시험 		
총점이 5.0 이상인 경우(일반 또는 아카데믹 모듈)
인가된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소 1년간 해당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유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 가족은 뉴질랜드에서 유급 일자리를 구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 가족 구성원이 워킹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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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워킹 비자의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http://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노동부(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는 고용 및 근로 문제에 관한
방대한 정보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web

이러한 정보는 http://www.ers.govt.nz/audienceinfo/employees.html에서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고용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Student Job Search(학생 직업 검색)
학생 직업 검색은 학생들이 여름 휴일 및 임시, 파트타임 직업을 구할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이 단체는 학생회, 고등 교육 기관 및 정부에 의해 자금이 조성
되었으며 학생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web

자세한 내용은 http://www.sjs.co.nz를 참조하거나 현지 학생 직업 검색
사무소로 문의하십시오.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에 대해 비자조건변경을 소지하고 있고 대학교,
기술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유학 중인 경우 무료로 학생 직업 검색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뉴질랜드 교육
심사청)에서 인가한 교육 기관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 또한 학생 직업 검색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만 연간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15의 가
입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 방학 동안(10월부터 2월말까지)에는 회
원 등록이 무료입니다. 학생 직업 검색 회원 자격은 학생 ID 만료일과 매년 2월
28일 중 빠른 날에 만료됩니다.

최저임금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고용인들이 최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
과시켰습니다. 재택근무자, 캐주얼, 임시 및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모두 법정최
저임금을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최저임금제는 3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16세 이

상의 해외 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범주는 다
음과 같습니다.
•
•

•

고용인이 16세 또는 17세인 경우 시간당 세전 $9의 청소년 임금이 적용됩니
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동안 $72, 1주 40시간 동안 $360를 벌게 됩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연간 최저 60점의 신용등급을 갖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업
계의 수습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청소년 임금이 적용되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세전 $11.2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동안 $90, 1주 40시간 동안 $450를 벌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고용인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eb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이 커미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rs.dol.govt.nz/pay/minimum.html을 참조하십시오.

83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S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뉴질랜드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호 작용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중
요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를 확실하
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Language Line (랭귀지 라인)
랭귀지 라인은 참여한 정부 기관과 고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료 전
화 통역 서비스로, 영어를 거의 못하거나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서
비스입니다. 랭귀지 라인을 이용하려면 원하는 정부 기관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한 다음 자신의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와 같이 해당하는 랭귀지 라인
을 요청합니다. 랭귀지 라인 서비스는 37가지 언어로 제공되며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web

랭귀지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목록을 보려면 http://www.languageline.govt.nz를 참조하십시오.

Translation Services (번역 서비스)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중요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려는 경우(예: 출생증명
서, 의료기록) 다양한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이민, 시민권, 뉴질랜드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 번역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b

번역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dia.govt.nz를
참조하십시오(“Services(서비스)”->“Translation Service(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141페이지의 통역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정부
일부 지역 정부에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86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S

병원
대부분의 대형 국립 병원에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를 통역사로 대
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800-611-116 번으로 전화를 걸어 무료로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한국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
Living in New zealand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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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은 방문객, 해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법
률은 한국의 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뉴질랜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
해야 합니다. 법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은 뉴질랜드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 유지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친밀감 있는 국가로 명성이 높지만 한국에서
나 전세계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보안 예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
십시오. 또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개인 보안 또는 법적 복지 문제와 같이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한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 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폭력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모욕을
준 경우 또는 16세 미만이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
는 법률에 위배됩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관없
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청은 모든 폭력 사건을 매우 엄중하
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로 전화하십시오(긴급전
화 111번을 누른 후 경찰서 연결 요청).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시간, 장소 또는 상황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
다.
길거리 안전
길거리를 걸어갈 때 주위를 반드시 살피십시오.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연락할 때 쉽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거리 표지판을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의 왕래가 갖은 곳으로 다니고 밤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으로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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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인적이 드문 블록이나 주차장 또는 골목길이나 쓰레기장을 통한 지름
길을 피하고 사람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구역 가까이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걸을 때 자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걸어갈 때 등을 똑바로 펴고 자신
감 있게 힘차게 걸으십시오. 가능하면 술에 취했거나 난폭한 사람들이 있는 사
이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룸메이트 또는 친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십시
오. 밤에는 혼자 걸어가지 말고 친구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택시를 타
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외출할 때는 고가의 보석류는 몸에 지니고 나가십시오.
소매치기를 대비하여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는 핸드백과 별도로 보관해 두
십시오.
휴대용 경보 장치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미행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필요에 따라 두 번 이상 길을 건
너십시오. 의심스러운 상황이 확인되면 보폭과 이동 방향을 여러 번 변경하십
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주유소, 패스트푸드
점이나 불이 켜져 있는 집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장 인접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경찰서로 전화를 하십시오.
술집, 클럽 및 파티
불법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경우에는 인지력이 떨어져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물(불법약물) 및 술은 통제 능력과 상황에 적
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내포된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
•
•
•

파티 또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나오는 경우
바 직원 외의 낯선 사람이 직접 건넨 술을 마시는 행위
낯선 사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 차로 데려다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집까지 혼자 걸어가는 경우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이는 불법행위에 해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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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다루기
약물을 복용했거나 술을 마신 사람들은 유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는 많은 학생들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밤에 시내로 나가면 술에 취한 사람
들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
게 작용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신 경우에도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에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경고 사인으로는 분명하지 않
은 발음, 억지를 부리는 행위, 언성을 높이거나 무례한 언행, 걸을 때 비틀거리
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술취한 사람들에 대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그러
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술취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 있으므
로 자극해서는 안됩니다.
web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지 시민 법률
사무소(Citizens Advice Bureau: http://www.cab.org.nz/)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다른 국제 학생들이 조언해 주는 내용은 그들 역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 상황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예: 사고로 인해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
에 신고, 화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111번으로 전화를 거십시오. 이 번호
는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물
어볼 것입니다(소방서, 경찰서 또는 구급차). 상담원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
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가 당도하여 부상자를 병원으
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가장 인접한 장소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경우 인근의 상점이나 불이 켜져 있
는 주택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하십시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111번으로 전화를 걸
어 소방서, 경찰서 또는 구급차 등 필요한 긴급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위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하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인근의 Accident and
Medical Centre(사고 및 의료 센터)로 가십시오. 운영 시간 이후에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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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After Hours Medical Centre(일과 후 진료소)를 방문하거나 친
구에게 진료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상이 심각한 경우 구급대원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Accident and Emergency)로 후송할 것입니다.
경찰서 및 다른 지원 기관
뉴질랜드에는 공공 안전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는 언제든지
공공안전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선택한 숙박 시설로 이사를 할 때 현지 경찰서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 번호를 기
록해 두십시오.
web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번호는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거나
http://www.police.govt.nz를 참조하십시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취해야 할 사후 조치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Victim Support(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이 범죄, 사고 또는
긴급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용한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현지 전화번호부에서 Victim Support(피해자 지원센터)
편을 살펴보십시오. 필요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신속
하게 통역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여자 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에도 남자 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민 법률 사무소(Community Law Centre)지점에서 필요한 조언과 지원 사항
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는 뉴질랜드 법률과 법적 절차에 대한 무
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도시와 지역에서는 시민 법률 사무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사무소 전화 번호는 현지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 복지 상담사 또는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경찰서를 방문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web

피해자로서 권리에 대한 발행물은 법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http://www.justice.govt.nz를 참조하십시오.
(“Information and Publications(정보 및 발행물)”의 “Victims(피해자)”
부분에서 “Your Rights as a Victim(피해자로서 권리)” 문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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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기소를 당한 경우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국정 변호사가 선임되거나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권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이나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려면 현지 시민 법률 사무소로 문의(전
화번호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
Living in New zealand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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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NATURAL DISASTERs

전세계 어디에도 자연재해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
는 없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에는 홍수와 지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개의 지각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수많은 지진 및 지열 활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섬에는 여러 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매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
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의 강도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거의 느껴
지지 않습니다. 보통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약 5초 정도 진동
을 느낄 수 있음)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또한 지진
공학 설계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의 입지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
물들은 대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지진이 발
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취해야 할 조치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진 관련 사망사고는 지반이 흔들림으로 인해 벽이 붕괴되거나 공중
을 날아다니는 유리 파편 또는 낙하하는 물체 때문에 발생합니다. 책장과 같은
대형 가구를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키거나 바닥 근처에 무거운 물체를 배치하는
등 몇 가지 간단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web

web

지진에 대비하여 가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eqc.govt.nz/safety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가정의
비상사태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 3일간 견딜 수 있는 비상 용품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철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vildefence.govt.nz 를 방문해 보십시오.
(참조: “Being Prepared(대처 방법)”에서 “What to do(해야 할 일”))

지진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상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멀리 대피하려 하지 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고 가능한 한 자세
를 낮게 유지하여 테이블, 책상, 출입구와 같이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

NATURAL DISASTERs

•
•

•
•

몸을 보호하고 기둥을 잡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대피합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 건물, 나무, 전기선 등이 없는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합니다(너무 멀리 대피하지 말 것). 바닥에 엎드리고 손으로 머리를 보호합
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가까운 층의
복도로 대피합니다.
운전 중일 때는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
립니다.

많은 지진은 여진(지진이 발생한 뒤 그 지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작은 지진)을
동반하며 일부 경우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동이 확
실히 멈출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web

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gns.cri.nz/what/earthact/
earthquakes를 참조하십시오.

민방위 비상 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ce and Emergency Management)는 대규모 재
해 발생 시 국가 비상사태 작전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web

이 기관의 웹사이트(http://www.civildefence.govt.nz)에서는 뉴질랜드
자연재해에 관한 정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페이지 뒷면에도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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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 건강 관리

뉴질랜드에는 의사, 약사(또는 제조사), 치과의사, 병원 등을 포함한 우수한 수
준의 전문 의료 서비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거주 지역에 위치
한 의사, 치과의사, 일과 후 진료소 및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지 전화번호부의 맨 앞장에는 병원, 의료 센터(현지 진료소) 및 치과 목록이 나
와 있습니다.
대형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등록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교 등록 시 모든 학생들이 지불한 학비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인 의료 센터나 진료소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진
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종종 학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하므로 질병에 걸리기 쉽습
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육류, 과일, 야채 등이 혼합된 균형 잡힌 식단을 섭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빈혈증(철분 부족)에
걸리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료 보험
치과, 의료, 전문의, 병원비 등 모든 의료 비용을 포괄하는 의료 보험은 모든 해
외 유학생들에게 필수 사항입니다. 해당 교육 기관에서는 보상 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의료 보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입
니다.

의사 진찰
거주하는 지역 또는 학교와 근접한 의사나 진료소를 선택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의사(일반개원의 또는 GP)는 종종 뉴질랜드인이 건강 문제가 있
을 때 진찰을 의뢰하는 첫 번째 건강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GP는 병원이 아닌
현지 의료 센터나 진료소에서 근무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GP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의료 센터나 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의사 또는 간호
사 진찰을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기관의 학생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
하는 의사나 간호사의 진찰을 받을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부
분의 의료 센터와 진료소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 외
에 진찰을 받으려면 가장 가까운 After Hours Medical Centre(일과 후 진료소)를 방
문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합
니다.

97

의료 서비스 – 건강 관리
98

의료 서비스 – 건강 관리

HEALTH services – looking after yourself

의료 보험에 따라 진찰비가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 진찰비는
ACC(사고보상처리공사)가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매 방문마
다 NZ$30 - NZ$60 정도가 부과됩니다.
조제약 및 검사
유학생 또는 의료 보험사에서는 필요한 모든 의약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약국 또는 약사에게 직접 구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 또는 약
사가 해당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의약품 비용은 처방된 특정 약
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구실의 진단 검사(예: 혈액 검사)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과 또는 치과 진찰
시력을 검사하거나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web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안과 의사 목록은 옐로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http://www.yellowpages.co.nz).

시력 검사 비용은 NZ$60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제공됩니다. 콘택트 랜즈와 안경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다르며 안경을 맞출 경우 최소 NZ$300, 콘택트 렌즈의 경
우 6개월 분량에 대해 약 NZ$110–$400에 달합니다. 유학생 또는 의료 보험사에서
는 시력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치과 진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치과 의사 목록은 옐로우 페이지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과 및 치과 진찰 시 사전에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많은 병원에서는 병원 소속 직원이나 번역, 병원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한 지원 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관련 의료
비용이 부과되며, 이는 해당 의료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
해를 입은 경우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처리공사)에서 의
료비를 보조합니다(아래 참조).

HEALTH services – looking after yourself

상해 또는 사고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처리공사)는 뉴질랜드 시민, 영주
권자 및 뉴질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24시간 상해/사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사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b

자세한 내용은 수신자부담전화 0800 101 996번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
하거나 http://www.acc.co.nz를 참조하십시오(ACC는 필요에 따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막염(수막구균성 수막염)
수막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젊은 청년층이 걸리기 쉽습니다. 이 질병은 폐혈증(혈액 내 독소 침입
으로 인한 혈류 감염증) 및 뇌막염(뇌막 감염) 등 두 가지의 치명적인 질환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수막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박테리아 형질이 존재하며, 뉴질
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B 형질입니다.
수막염은 초기 단계에서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이보다는 훨씬 급속
하게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한 한 번에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나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
•
•
•
•
•

열, 두통
구토
졸음, 의식 장애, 일시적 정신 착란 또는 기절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거나 밝은 빛에 민감해짐
관절 통증 및 근육통
발진 또는 반점(의사에게 보여줄 것)

수막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악화될 때까
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가정에서 누군가가 위에 나
열된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즉시 의사나 의료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수막염은 항생제를 투여하여 바로 치료가 가능하며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web

수막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h.govt.nz/meningococca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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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비염(또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꽃가루로 인해 발생
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 눈, 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염의 증상
으로는 보통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재채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거나 목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흔하
게 발생하는 질병으로(5명 중 1명),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일부 한국인 학생들
은 공기 중의 꽃가루로 인해 비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공기 중의 꽃가루 분포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에는 매일
공기 중 꽃가루 수가 게시됩니다.
비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이용할 복용할 수 있습
니다.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분무제입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web

비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llergy.org.nz 또는
http://www.everybody.co.nz를 참조하십시오.

모래파리 및 모기
현재 뉴질랜드에는 12종의 토종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4종이 새롭게 출현하
였습니다. 이러한 종은 현재까지 무해하고 댕기열과 같은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모래파리와 모기에
물렸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붓기와 가려움증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는 특히 습지나 따뜻한 지역에서 이러한 곤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중 대부분은 추운 날씨로 인해 거의 나타나지 않습
니다. 이러한 곤충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국립 공원이나 습지를 방문할 때는 해
충약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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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때 색색거리거나 가르랑거리는 호흡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식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며 약물 치료를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
들은 천식에 매우 취약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천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web

성적 건강
뉴질랜드에서는 16세 이상인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상
호 동의가 있더라고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성관계를 가질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전염병
(STI)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건강 및 피임법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의사나 간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
니다. 건강 전문의는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사람
들이며 그러한 행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내용은 철저하게 비
밀이 보장됩니다.
STI 및 피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www.hubba.co.nz를
web

web

편모충
뉴질랜드의 일부 강, 호수 또는 시내에는 설사를 일으키는 수중 기생충인 편모
충이 있습니다. 호수나 강가의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끓이거나 정화한 후 마셔
야 합니다.
천식
천식은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질병으로, 뉴질랜드인 6명 중 1명이 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식의 증상은 호흡 곤란, 기침, 흉부 압박감, 천명(숨을 내

천식과 천식이 유발되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thmanz.co.nz를 참조하십시오.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정보를 매우 신중하게
취급하며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및 The Privacy Act 1993).
뉴질랜드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rivacy
Commissioner(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무국에서는 개인 정보법 위반 사례 신고에
대해 조사합니다(참조: http://www.privacy.org.nz).

가족계획협회(FPA)
FPA는 성적 및 피임 정보, 진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진찰 예약
을 한 경우 매 방문 시 유학생 본인이나 의료 보험사에서 진찰비를 부담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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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A 진료소 목록은 현지 전화번호부(화이트 페이지 참조:
http://www.whitepages.co.nz)에 나와 있으며, 또는 http://www.fpanz.org.nz를
방문하여 가장 인접한 FPA 진료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0800 372 5463번으로 전화를 걸면 무료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Lifeline은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오클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09) 522 2999번을,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는 0800 111 777 번의 무료
전화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Lifeline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에 관한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기관에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있으며 일부 FPA 진료소에서는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

흡연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 생
활을 할 때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가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에 수록된 지원 기관
중 하나로 연락하십시오.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경우에는 지체하
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상담사
나 의사와 일정을 예약하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때때로 정신적 질병의 치료에
대해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음주와 흡연은 합법적이지만 적절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18세 이
상인 경우에만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시거나 흡연할 수 있는 장
소와 시간에 대한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담뱃값은 한국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대형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상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Lifeline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Lifeline은 비
밀과 익명이 보장되는 무료 서비스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모
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감정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외로움
스트레스 관련 문제
대인관계 문제
우울함, 근심
슬픔, 상실감
자살 또는 자해 욕구

클럽, 바, 레스토랑, 극장, 공공건물 또는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흡연은 불법
이며 실외에서만 흡연이 허용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금연이 점차 확산되고 있
으며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때는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하
십시오.

음주
음주운전은 불법 행위입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길가,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서 술을 마시는 것이 불법이며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
해맞이를 위해 바깥에서 모임을 갖는 새해 휴일 동안 금주령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술은 주류 판매점과 판매 허가를 받은 맥주 및 와인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대
부분의 슈퍼마켓과 일부 편의점에서도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류 구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친목 활동 시 주류가 널리 소비되고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지극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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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킹

알코올 및 약물중독 헬프라인

뉴질랜드에서는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게 무색무취의 약물을 술에 타서 갖가
지 범죄를 저지르는 “드링크 스파이킹”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바, 클럽, 술집 또는 파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은 매우 위험하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web

뉴질랜드 경찰청 웹사이트 http://www.police.govt.nz/safety/publicplaces.
spikeddrinks.html에서는 드링크 스파이킹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어지럽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
탁하십시오. 술에 약물이 섞였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
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 Drug Rape Trust NZ(뉴질랜드 강간약물 근절단체)
• Rape Crisis(성폭력 예방 및 사후 처리) – 성폭력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병원 응급센터 – 병원 직원들이 모든 종류의 폭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 경찰청 – 성폭력 문제에 대해 특별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배치되
어 있습니다.
• 알코올 & 약물중독 헬프라인(Alcohol Drug Helpline) 0800 787 797 (운영 시간: 주
7일, 오전 10시 - 밤 10시)
• 성학대 지원 재단(Sexual Abuse HELP Foundation) 24시간 지원 라인

약물
불법약물에는 마리화나, “환각 버섯”, LSD, 엑스터시, 메탐페타민, 코카인, 헤로
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소지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구속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엑스터시 또는 “e”는 갈색을 띈 분말이 들어 있는 캡
슐이나 알약 형태이며 보통 표면에 하트나 웃는 얼굴 모양과 같은 기호가 표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약물을 건넨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
러한 약물을 복용했을 때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
다.

유학생 본인이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알코올 또는 약물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해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러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800 787 797번으로 전화를 걸어 알코올 & 약물중독 헬프라인
(Alcohol Drug Helpline)에 문의하거나(운영 시간: 주 7일, 오전 10시 밤 10시) http://www.alcoholdrughelp.org.nz를 방문해 보십시오.

•

또 다른 지원/정보 센터로는 현지 시민 법률 사무소(CAB)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시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
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천해줍니다.
현지 CAB 사무소 목록은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으며 무료 상담 전화
0800 367 222번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 법률 사무소
에서는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통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 카드(나이 증명)
뉴질랜드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최소 법정 연령은 18세입니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하거나 주류전문 판매점을 출입하려면 나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신분증으로는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발급된 여권,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HANZ 18+ 카드 등이 있습니다.
HANZ 18+ 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대인관계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접근방식이 한국
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뉴질랜드인 중 젊은 사람들은 결
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이며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여
깁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것은 추가적인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발견하는 지지, 우정, 위안 등
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 보다 깊고
급속하게 심각한 관계에 빠져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몇몇 해외 유학생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
다. 귀국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계획협회(FPA)로 문의하여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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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FPA 연락처는 101페이지 참
조).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 또는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Lifeline(전화 0800 543 354 또는 웹사이트
http://www.lifeline.co.nz 참조)과 같이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로는 해당 교육 기관의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는 한국와 뉴질랜드 양국의 문화 및 전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인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도 있습니
다(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협회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 필요 이상으로 압박감을 갖거나 자신, 자신의 문화
또는 종교를 손상시키는 관계에 연루되어서는 안됩니다. 유학생들이 뉴질랜드
에 오는 주된 이유는 학업을 위한 것이며 귀국 전까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상
기하고 그러한 목표를 망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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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차별은 성별, 결혼 상태, 종교, 피부색, 인종, 민족, 장애, 연령, 정치
적 성향, 고용 상태, 가족 신분 또는 성적 취향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993년에 공포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서는 괴롭힘과 차별을 비합법적
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예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를 거
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괴롭힘에는 인종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말하는 억양이나 방식을 조롱하는 행위, 다른 한국인
이 저지른 행동을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언행(예: 공산주의자라고 부
름)을 일삼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

괴롭힘 및 차별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생활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사람
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끽합니다. 뉴질랜드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되
어 있는 국가로,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뉴
질랜드는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뉴
질랜드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러한 사례를 경험
한 경우에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래에는 뉴
질랜드 법에 명시된 차별 및 괴롭힘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특정 한 사람을 불리하게 하
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성립됩니다.
괴롭힘은 어떤 사람에게 편치 않은 모욕, 불쾌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쾌감을 주는 사례를 기록해 둡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이 당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괴롭힘을 일삼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이 불쾌감을 준다고 직접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괴
롭히는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말하십시
오. 편지나 학생 대표자 또는 다른 지원 담당자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혐의가 있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마십시오. 확신과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효
과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음을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종/성희롱 관련 담당자(대부분의 교육 기관에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관리자 또는 학교 상담사
• 인권 위원회
• 전문 징계위원회(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경찰서, 의료, 교육 또는
기타 전문가)
• 고용관계 자문기관(Employment Relations Service)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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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추가 정보
web

뉴질랜드에서 생활

추가 정보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인권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rc.co.nz를 참조하십시오.
인권 위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InfoLine을 비롯하여 연중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InfoLine 서비스는 일반적인 인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인종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
시합니다. InfoLine은 수신자부담전화 0800 4 YOUR RIGHTS(0800 496 877)
로 전화를 걸거나 infoline@hrc.co.nz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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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인들은 레저 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를 하는 등 매우 활
발하게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럭비와 네트볼은 국가적인 스포츠로, 뉴질랜드
에서 생활하는 동안 언젠가는 이 두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오를 때가 있
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인기 있는 다른 스포츠로는 크리켓, 축구, 하키, 테
니스, 골프, 스키 등이 있습니다.
web

Recreation

다. 이곳에서는 당일치기 여행, 관광 또는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eb

http://www.newzealandnz.co.nz/activities/
http://www.jasons.co.nz
http://www.tourism.net.nz

현지 스포츠 클럽에 대한 정보는 http://www.sparc.org.nz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Regional Sports Trust(지역 스포츠 연맹)를 찾아보십시오.

뉴질랜드에는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친구들과 경
기를 즐기거나 공식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뉴질랜
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육 기관에서는 학
생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및 관심 분야별 클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 기관에 체육관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구비되어 있습니다. 유
학생들은 현지 한인 학생회, 한인회 또는 한인 교회에서 주관하는 활동들이 있
는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단체의 연락처 정보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
다).

여행
뉴질랜드는 전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지리적으로 화산, 눈이 덮인 높은 산맥, 빙하 계곡, 아름다운 호수와
강, 피오르드, 화이트샌드 비치 등 매우 다채로운 볼거리와 명소를 갖고 있습니
다.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의 자연 경관이 한국의 많은 관광명소와 전혀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관광명소로는 서던 알프스
(Southern Alps), 퀸즈타운(Queenstown),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Fiordland), 와이토모
동굴(Waitomo Caves),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 베이 오브 아일랜
즈(Bay of Islands), 로토루아(Rotorua)의 진흙 풀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잘 발달된 여행 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전역에서 많은 여행객
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여행객은 번지 점프, 급류타기와 같은 박진
감 넘치는 활동을 즐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산책이나 낚시 등 보다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i-SITE 방문객 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

본 가이드 앞부분에 나온 정보 외에 몇 가지 유용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4
국가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물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
영을 하거나 수상 스포츠나 활동을 배울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
다.
뉴질랜드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해변에서는 안전구조요원이 순찰을 돕니다.
이러한 구조요원은 해변에서 일반인에게 안전 수칙을 알릴 수 있도록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물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을 돕습니다. 안전
구조요원은 근무 시간 중에 2개의 깃발을 꽂아둡니다. 그리고 이 두 깃발 사이
의 구역을 보다 예의주시하여 관찰합니다. 해변에서 수영할 때는 항상 이 깃발
사이에서만 수영하십시오.
뉴질랜드의 호수, 강, 수영장, 해변을 방문하거나 수상 활동을 참여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
•
•
•

4

수영 방법을 배웁니다(강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시립 수영장으로 문
의하십시오).
수영, 카약 또는 낚시를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절대 혼자
서 가지 않습니다.
해변에서 수영할 때는 깃발 사이의 구역에서만 수영합니다.
보트를 타고 나갈 때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정보 출처: http://www.letsgo.co.nz/advice/safet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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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워킹 또는 트램핑5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며, 부시 워킹과 트램핑
(숲속 걷기)는 이러한 자연 환경을 최대한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web

현지 자연보호국(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에서는 산책 경로 및
트램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http://www.doc.govt.nz를 방문한 후
“Parks & recreation(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을 클릭하고 “Find out more
(추가정보)의 우측에 있는 “Exploring parks, New Zealand(뉴질랜드 공원
탐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국은 공
원과 자연자원을 유지관리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뉴질랜드의 날씨는 매우 급속하게 변할 수 있으며, 특히 산악 지대에서는 날씨
변화가 더욱 큽니다. 출발하는 지역의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의복을 준
비하십시오. 또한 따뜻한 의복과 방수복은 필수입니다. 관목숲을 혼자 걸어가
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지와 돌아올 예상 시
간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또한 관목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걸어간 경로
에 흔적을 남겨두십시오. 산악 지대를 여행할 때는 긴급 상황을 비롯한 날씨 변
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예: 구급함, 여분의 식량, 물, 휴대폰 준비).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에서 매 시간마다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으며,
또는 0900 999번으로 전화를 건 후 지역 번호를 누르면 업데이트된
일기예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6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매우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유해한 태양빛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해한 자외선(UV)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존층이 얇고 대기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자외선(UV) 침투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화상이나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도(태양열의
뜨거운 정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서늘하고 흐린 날씨일 때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6

정보 출처: http://www.niwa.cri.nz/edu/resources/climate/overview,
New Zealand MetService http://metservice.co.nz, http://www.experiencenz.com/climate.cfm
정보 출처: http://www.cancernz.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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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화상이나 태닝(햇볕에 탐)을 피하면 흑색종 및 다른 피부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광화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두십시오.
•
•
•

모자를 쓰고 피부를 가릴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합니다.
외출 시 선크림을 바릅니다.
선글라스 주위를 가려 눈을 보호합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

선크림을 발라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
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여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는 햇볕을
피해 그늘로 이동하여 추가적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정보
거주하는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영화관 및 동물원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i-SITE 방문객 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공식적인 방
문객 정보 센터(Visitor Information Centres)는 뉴질랜드 대부분의 지역과 도시에 위
치해 있으며 이벤트, 여행자 정보, 휴양객을 위한 숙박 시설 등 유용한 현지 정
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eb

현지 전화번호부에서 i-SITE 방문객 정보 센터의 위치와 전화 번호를
확인하거나 http://www.i-SITE.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 지역 신문과 학생 잡지에 해당 지역의 향후 행사 목록이 게시됩니다.
이러한 발행물은 일반적으로 대형 슈퍼마켓이나 도서관 외부에 비치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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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한인사회

대한민국 대사관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은 외국에서 위기에 처한 자국민들을 돕고 고국의
상황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등록하면 정부가 위기 상황의 재외국
민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준규 주 뉴질랜드 대사관이 현직에 있으
며, 정상천 제2차관 영사는 뉴질랜드 한인들의 복지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자세한 내용은 27-28페이지와 부록 참조).

한인 학생회
모든 뉴질랜드 대학에는 한인 학생회와 같이 학생 클럽을 지원하는 학생협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럽은 한인 학생단체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각 대학의 학생
회로부터 자금지원이나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클럽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인 학생회는 대개 한인 사회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자,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캠퍼스에 대한 친목 네크워크 지원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대
학 클럽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인 학생회는 학생
회 운영을 돌보는 회장, 부회장, 총무와 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기능
은 한인 대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간의 친목 도모
를 위해 사회적 행사를 마련합니다. 모든 대학에 한인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회는 같은 대학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국 학생
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한인 학생회 내에서 지
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web

해당 교육 기관에 한인 학생회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홈페이
지 http://www.students.org.nz에서 “About(정보)”를 클릭한 다음 “Links(링
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인 학생회의 연락처
정보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한인사회 단체
대부분의 뉴질랜드 주요 도시에는 한인사회와 단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 단체, 클럽, 스포츠 및 문화 단체, 한국어 학교를 포
함한 자발적인 공동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 다수의 단체는 사단법
인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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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한인사회의 사업, 교회, 신문, 행사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인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지역의 한국 사람들로부터 지원 네트워크나 조
언을 구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한인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매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주소록이 출간되고 있으며 최신판은 “뉴질랜드 한인회 가이드
북”입니다. 이 주소록에는 뉴질랜드 정부 연락처, 한인 사업체, 학교, 어학원,
한인 교회와 기관들의 연락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현지 한인회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생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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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와 방문허가사증(Visitor Permits)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한국 시민의 경우 학생 비자나 학생허가사증
없이 3개월간 어학연수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자 방법을 선택
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정상 여권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뉴
질랜드 세관에 여행 계획의 증빙자료(귀국 티켓)를 제시해야 하고 체류 기간 동
안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유 자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78페이지 참조).
한 학기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과정”(1년 과정의 일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
허가증만으로 한 학기 과정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학생 비자나
학생허가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학생허가사증

web

web

뉴질랜드 이민성(INZ)에서는 학생 비자 및 학생허가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의 24페이지를 참조하
거나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study/
canistudyinnewzealand/을 방문하면 됩니다.
학생 비자나 학생허가사증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http://www.immigration.govt.nz를 방문하거나 이민성 무료 전화
0508 558 855.

교육 기관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현
재 등록한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출석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학생
허가사증의 조건을 확실히 숙지하여 자신의 목적과 학생허가사증의 조건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허가사증의 만료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
다. 학업을 마치기 전에 학생허가사증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발급 조건을 충족
하는 한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한입국비자나 허가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비자 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 비자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학생허가사증 신청서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해당 교육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
습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여권과 서류를 돌려 받게 됩니
다. 뉴질랜드 이민성(INZ)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거나 이민성으로 전
화를 걸어(위 참조)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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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이민성 사무실에 여권을 지참하고 방
문하시면 됩니다.
학생 비자나 학생허가사증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서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Immigration New Zealand
Central Student Processing Unit
PO Box 1049
PALMERSTON NORTH

학생허가사증 갱신 방법
학생허가사증 갱신 절차는 어렵지 않으므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필수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주요
교육 기관들과 특별 협정을 맺어 학생이 교내에서 학생허가사증을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좀더 저렴하므로 학교에서 학생허
가사증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학교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사
이민 관련 대행사는 학생허가사증 갱신 업무를 대행해주며, 이 경우 취급 수수
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행사에서는 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권하면서 새로운 학교의 입학을 돕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러한 제안은 종종 유학생의 최고 관심 분야를 고려한 것이 아닌 단지 대행사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행사는 유학생으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고 새 학교에서도 분명히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
다.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원래 등록한 학교에 비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변경하면 장기적인 학업 목표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차후
학생허가사증 발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학교 변경을 제안할 경우 등록한 학교의 학생 지원 센터와 한국 소
재의 대행사,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조언은 유학
생의 관심 분야를 비롯한 장기적 학업 목표와 미래의 꿈을 심사숙고하여 최선
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학생허
가사증을 갱신하여 유학생이 직접 새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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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교육과 학습 방식은 기존에 배워왔던 방식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
다. 가장 큰 차이는 뉴질랜드에는 자율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학생은 반드시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업에 충실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필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요구되는 공부
의 양과 책임감이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잘 조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학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학습해야 하지만 의문이 있을 경우 교사나 강사
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도교수나 강사에게 명확한 설명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는 안됩니다. 개인 과제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작성하는 한 그룹 스터디를 행하
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사나 강사는 학생이 작문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
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절(즉, 다른 사람의 답안을 도
용하거나 참고 자료 없이 텍스트북(교과서)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은 뉴질랜
드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업방식
뉴질랜드에서 정규 수업과 개별 지도(소규모 수업형식) 시간에 학생들은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코스 자료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 중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기도 합니다. 교사나 강사는 “맞음/틀림” 또는 “예/아니오” 형식으
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으며 수업 내용을 암기하기 보다는 학생들
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중점을 둡니다. 즉, 단순히 교과서에서 답
을 찾거나 사실을 반복하여 주지시키기 보다는 지식이나 방법을 적용하고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답은 많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학
생들은 과제물 제출 시 다양한 원서를 활용하여 참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등 교육(대학) 수준에서 과제는 대개 일일 혹은 주 단위로 주어지거나 채점되
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여가 시간에 교과서의 관련된 장을 읽고 예습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개별 지도 시간에는 강의 시간에 다룬 수업과 필기 내용을 복습합니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강의 노트를 복습하고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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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각 교육 과정마다 자체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에세이, 과제물
및 테스트와 같은 학기 과정 내 평가를 비롯하여 학기말 시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기 과정 내 평가
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학기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학기말에 모든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크레딧을 받
으려면 해당 학교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정한 등급 또는 합격점(P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의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을 통과하고 상위 과정의 입학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몇몇 과정의
경우 입학 자격을 받기 위해 이전(필수) 과정의 합격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
아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에세이 시험 문제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하나의 이론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는 암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교육 방법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민정, 22세, 한국
경상학부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시험
뉴질랜드 시험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소개된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러
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
생들은 단순히 암기한 정보를 재생해 내기보다는 배운 것을 기억해 상황에 따
라 실지로 응용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할 것이 요구됩니다.
학업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며, 이 중 상당수는 전공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표절 행위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시험이나 테스트 중 부정 행위는 용납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교육과 학습 환경
부록
The New zealand and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Appendix

학습 방법에 대한 지원
해당 교육 기관에서는 뉴질랜드의 교육과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 학습 지원 센터(Student Learning Support Centre)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
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 기관은 학습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평가
전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는 흔히 비평적
분석과 창조적 사고 분야에서 학생들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두려워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123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부록
124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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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은 모든 교육 기관이 해외 유학생들의 복지에 책임을 져
야 함을 확인하는 협약으로, 이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교육 기관의 의미를 넘어
유학생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관이 이
협의를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교육부가 명시한 요건을 동의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학생 비자나 제한입국비자 소지자는 인가된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이 실
천요강에 동의한 뉴질랜드 교육평가청(NZQA) 등록 교육 기관에서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
외 유학생들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web

학교에 입학하면 이 실천요강 요약 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본 실천요강을 한국어로 읽어보려면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요강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해당 교육 기관에서 명료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 632 9481번으로 실천요강 자문 담당자에
게 문의하거나 info.code@minedu.govt.nz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등록금 및 환불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등록금 총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변
경할 때에는 대개 학기 초에 학교 당국에 알릴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기 시작 첫 주까지 학교 당국으로 알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 이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
입니다.
•
•
•
•

학생이 교육 과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 기관이 해당 과목의 수업을 폐강할 경우
학생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교육 기관이 교육 과정을 취소하거나 폐강할 경우 이미 지불한 수업료를 보
장 받기 위해

교육 과정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교육 기관이 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더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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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을 발견한 후 등록한 교육 과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육 기
관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의견을 구해 이미 등록한 학교만큼 우수한
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표가 결정되기 전에 교육 과정이 폐강된 경우 다른 교육 기관에서 유사한
과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계
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나머지 등록금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사립직업학교(PTE)
영어 학원을 포함한 모든 사립직업학교는 등록금 지불을 위한 수신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등록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일부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에 등록한 후 개강일로부터 8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경우 PTE는 납부한 등록금의 10%와 $50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이 3개월 미만의 교육 과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5주 과정의 경우, 교육 과정 시작 후 2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해 PTE는 등록금에서 5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합
니다. 그러나 학생이 2일치 수업료만 납부한 경우에는 PTE가 해당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주 이상 3개월 미만의 과정의 경우, 교육 과정 시작 후 5일 전까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PTE는 등록금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주
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 PTE의 자체 환불 정책에 따라 등록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
상황에서 PTE는 환불 정책에 명시된 것보다 많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정된 기간 이후에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금액은 PTE의 특별 정책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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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요강 관련 문제
교육 기관이 실천요강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외 유
학생 지원 담당자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을 때는 해당 교육 기관에서 명시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해
야 합니다.
교육 기관에 정식 항의한 이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불만 사
항 조사를 전담하는 독립 항소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제교육항소청(IEAA)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교육 기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한 이후 성과가 없을 경우에 한해 서만 IEAA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소로 IEAA에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92644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팩스: (09) 632 9456 전화: (09) 632 9513
이메일: info.ieaaa@minedu.govt.nz

교육의 질적 문제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먼저 해당 교육 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
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학교, 기술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대학교, 기술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는 교육 수준이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
한 규칙과 처리 절차에 관한 사본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면 행정
실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만 사항 처리 절차”에서는 불만이
있을 경우 먼저 강사나 지도 교수와 상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과장, 학부장, 총장 또는 부총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to com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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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옴
부즈맨(Ombudsmen)을 통해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위 관서로,
정부부처 및 공무원에 의해 시행된 행정 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
니다. 옴부즈맨 사무국에 연락하기 전에 다른 모든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web

옴부즈맨 사무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ombudsmen.govt.nz를 참조하십시오.

초등/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에는 교장과 직원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관할하는 자체적
인 이사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장은 이사회를 대신해 일상적인 학교 경영
을 책임집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관해 우려되는 사항이
나 의문이 있는 경우 먼저 학교 교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교장의 조치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평가청(ERO)은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기관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학교 이사회에 건의하고 운영 문제 및 학교 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공
합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
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후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경우 ERO로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web

각 학교에 대한 ERO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http://www.ero.govt.nz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직업학교/어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교육심사청(NZQA)은 어학원을 포함한 사립직업학교(PTE)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NZQA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기술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해 해당 교육 기관을 사립직원학교로 등록을 인가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 NZQA는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교육 기관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각 교육 과정은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와 내용, 결과, 그리고 평가 실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
다. 해당 사립직업학교나 어학원에 우려되는 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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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원에게 일단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
우 NZQA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ZQA가 해당 문제나 불만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입니다.
NZQA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

험한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 기관에 이의 제기를 위해 제출한 관
련 서류의 사본을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NZQA가 불만 사항을 조사하기 전에
교육 기관의 행정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NZQA에 서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전화로 관련 문제
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NZQA 의 무료 상담 전화
0800 724 357번으로 문의하거나 다음의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The Complaints Officer
Approvals, Accreditation and Audit (AA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PO Box 160
WELLINGTON

또는 웹사이트 http://www.nzqa.govt.nz/for-learners/complaints.html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만 처리 기관
교육 과정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교육 기관이 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먼저 해당 교육 기관과 문제를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에 차질이 생기면 다음의 주소로 국제교육항소청이나 NZQA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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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92644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팩스: (09) 632 9456 전화: (09) 632 9513
이메일: info.ieaaa@minedu.govt.nz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무료 전화: 0800 724 357
PO Box 160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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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부모와
보호자

뉴질랜드 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뉴질랜드는 지리적인 위치상 한국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 역시 크게 다
릅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먼 나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몇 가지 사
항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교육령 1989)에서는 뉴질랜드 교육 기관이 해외 유학생의 입학을 허
가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
요강에는 해외 유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시설, 의료, 정보, 교육, 안전, 교수진, 계약서, 학교 운영
과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 기관이 유학생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
하기 위한 책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규정과 같이 일부 책
임 영역은 유학생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web

실천요강 한국어 버전은 http://www.minedu.govt.nz/index.cfm?layout=
document&documentid=6809&indexid=11320&indexparentid=6666 참조

뉴질랜드 유학 시 법적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일부 유학생의 경우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을 돌볼 법적보호자와 동행
해야 합니다.
법적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유학 시 반드시 법적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
•

8학년 이하의 교육 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13세 미만으로 사립직업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보호자가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뉴질랜드 학생인 경우
교육부가 승인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교육부로부터 사전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학교에 7-8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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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세로 교육부로부터 사전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사립직업학교에 입학하

는 경우
법적보호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학생을 돌볼 수 있도록 가디언 비자
(Guardian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보호자는 학생의 학업 기간동안 함께
거주해야 하며 혼자서는 뉴질랜드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학생과 법적보호자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허가사증과 가디언 방문허가사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보호자의 자격조건
대부분의 경우 법적보호자는 학부모가 해당합니다. 이민을 위한 법적보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육과 건강을 포함하여 해외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 친부모나 양부모, 유언에 의해 지정된 보호자, 법원이 지정한 보호
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b. 고국(한국)에서 평소 학생을 돌본 자

법적보호자로 인정 받으려면 a와 b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보호자에 대한 증빙서류
법적보호자가 평소 한국에서 학생을 돌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학생의 교육비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
학생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교육 기록
한국에서 학생과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거주 관련 문서나 법적보호자의 여권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자의 법적권리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
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학생의 출생증명서나 입양 서류(법적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법원 서류(법원에서 지정한 보호자인 경우)
관련 법적 서류(유언에 의해 지정된 보호자인 경우, 즉 학생 친부모의 유언
에 따라 보호자로 지명된 자)

보호자를 위한 비자 종류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가디언 비자(Guardian Visa)라고 하는 특별 방문비자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이 비자는 학부모/보호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parents and guardians of korean students

부여합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에서 시간제일이나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민성에 소지하고 비자에 대한 “비자조건변경”을 신청해
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
이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감독
자녀의 학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뉴질랜드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독립적인 성인으로 간주되어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과 학
생 본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성적에 대해 알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자녀의 성적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경우 학생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
학업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교육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교육
기관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상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교우 관계와 관련하여 염려
가 되는 사항을 18세 미만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령 제77절).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자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손쉽게 연락을 전할 수 있습
니다. 전화, 이메일, 심지어 문자 메시지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흔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것은 너
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 수단이 아이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불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나 교우 관계와 관련하여 염려가 되는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교육령 제77절).

지원 서비스 및 규정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라 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실천요강에 명시된 최소 요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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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실천요강은 모든 교육 기관이 해외 유학생
들의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하는 협약으로, 이는 단순히 학습을 위한 교
육 기관의 의미를 넘어 유학생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의미
합니다. 교육 기관이 이 협의를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교육부가 명시한 요건
을 동의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어로 된 실천요강 요약 정보를 보려면 http://www.minedu.govt.
web

nz//index.cfm?layout=document&documentid=10658&indexid=
11320&indexparentid=6666을 참조하십시오.

본 실천요강에서는 모든 교육 기관이 해외 유학생의 보호와 관리를 비롯하여
주거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와 기술전문학교에는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팀은 대체로 보험, 의료, 숙박, 공
항 픽업, 장애, 카운셀링, 취업 상담, 학습요구, 수업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제
반 사항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기관에는 사
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 자격을 갖추고 전 과정을 이
수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 학교 내에, 또는
같은 지역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가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하는 중에 부딪히는 문제를 도
와줄 수 있는 다른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도
시나 지역에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기꺼이 도와 줄 한인
사회와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해외 유학생들이 이곳의 생활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학생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
원 서비스의 연락처 정보는 본 가이드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또는 유학 생활
을 다룬 부분과 부록의 “중요 연락처 정보” 편(153페이지 참조)에 수록되어 있
습니다.
해외 유학생에 대한 대우
뉴질랜드는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된 사회이며 문화, 종교 혹은 민족과 상관없
이 인종주의와 차별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호
의적이고 친절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
학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
육 기관에서는 명확한 절차와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
다. 또한 유학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지원 업
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참조: 153페이지의 중요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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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우수성 보장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뉴질랜드 자격증
뉴질랜드는 유럽 지역의 고등 교육 관련 자격 인정 협정(Lisb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가입국으로, 뉴질랜드 자격증은 50개의 리스본 협약
국들의 자격증과 동등한 수준을 갖습니다. 리스본 협정은 평가 실시와 자격기
준 비교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방법을 확립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스본 협정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캐
나다, 호주 등이 있습니다.
web

뉴질랜드의 교육 체제를 다룬 통계자료, 연구 결과 및 비교 데이터를
보려면 http://www.educationcounts.edcentre.govt.nz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교육심사청(NZQA)은 뉴질랜드 중등, 고등 교육 자격 및 교육 기관에 대
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가학력인증제(NCEA: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를 포함한 뉴질랜드 우수교육 자격등록체제
(New Zealand Register of Quality Assured Qualifications) 및 국가 자격 인정제(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를 관할합니다. NCEA는 중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뉴질랜드의 주요 자격증으로, 국가 자격 인정제의 일부입니다.
web

한국어로 된 NCEA에 관한 추가 정보를 받으려면 0800 623 243번으로
전화를 걸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http://www.nzqa.govt.nz/
for-international/brochures.html을 방문한 다음 “New Zealand Secondary
School Qualifications – what they are and how they work(뉴질랜드 학력인증
자격증 - 학력인증 정의와 취득 방법)”를 선택하고 “Secondary school
qualifications today (현행 중등 학력인증 자격증)”의 한국어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해외 유학생 평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로그램 주관 조직은 의무
교육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생들의 학업 성과 수준을 평가합니다. 각 단계
에서 뉴질랜드는 OECD 평균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
들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41개 OECD 국가 중 읽기 능력 5위,
수학 9위, 과학 7위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합니다. 뉴질랜드 어린이는 OECD 국가
중 전체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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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 교육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
•
•
•
•
•

우수한 교사진 구성
높은 학문 수준
다양한 교육적 선택
체계적인 교육 기준 정립/뉴질랜드 정부의 관할 하에 양질의 교육 제공
틀에 얽매이지 않은 광범위한 교과목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둔 수업 방식
각 고교 3년에 대한 국가학력인증제

하지만 이 같은 요소들만으로 학생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수한 교육 방식과 시설, 그리고 교육적 지원이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생 자신의 능력과 동기와 성실
함 또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육 기관과 관련된 교육 수준 문제 제기
해외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모든 학교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해외 유학생들
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실천요강은 교육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
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 유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숙박 시설에 관한 특별 조항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b

한국어로 된 실천요강을 보려면 http://www.minedu.govt.nz/index.cfm?
layout=document&documentid=6809&indexid=11320&indexparentid=6666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교육 기관이 실천요강의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 가이드의 “뉴질랜드에서의 유학 생활”(117페이지)에 “이의 제기” 부분을 참
조하십시오. 특히, 교육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학교장에게 문의하는 방법에 대
해서는 “초등/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기관인
교육 평가청(ERO)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교육체제의 차이점 비교
뉴질랜드의 교육 방식은 한국의 교육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 수준(초등/중등/고등 교육)과 교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 교육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120페이지의 “뉴질랜드의 교육과 학습 환경”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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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뉴질랜드의 초등/중등학교에 대해 지적한 몇 가지
일반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web

web

스포츠, 미술, 음악, 특별 활동에 큰 비중을 둠
협동학습과 같은 다른 학습 방식과 자율 학습, 연구조사, 자기주도학습에 보
다 중점을 둠
학생의 능력과 지식을 상황/문제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단순 암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창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는 방식에
집중
뉴질랜드 교육체제 및 서비스에 대한 유용한 소개 자료를 보려면
http://www.edcentre.govt.nz/education/sector.portal을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교육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유용한 공식
웹사이트는 http://www.minedu.govt.nz/index.cfm?layout=document&
documentid=6169&data=l을 방문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교육체제의 다양한 수준과 이용 가능한 교육 기관 유형 간의 차이점
web

뉴질랜드 교육체계 내에 속하는 다양한 교육수준과 교육 기관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http://www.immigration.govt.nz/를 방문한
후 “Life in New Zealand(뉴질랜드에서의 생활)”를 클릭한 다음
“Lifestyle(라이프스타일)”, “Education(교육)”을 차례로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http://www.minedu.govt.nz/를
방문하고 “Schools(학교)”, “Schooling in New Zealand(뉴질랜드의
교육체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뉴질랜드의 다양한 교육수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는

web

http://www.minedu.govt.nz/index.cfm?layout=document&documentid=7481&
indexid=11329&indexparentid=6663을 방문하여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한 다음 “Korean Language Version(한국어 버전)”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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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인 경우 등록할 학교 또는 교육 기관을 찾아 선택하는 방법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선택한 해외 유학생들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제공
하는 학교 입학조건, 등록금,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과 등록금은 각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
다.
해외 유학생이 뉴질랜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나 학생허가사증
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뉴질랜드 입국비자나 허가증을 발급하
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민 관련 정보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뉴질랜드 이민
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락처는 부록 참조).
web

해외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여러 교육 기관의 목록은 웹사이트
http://www.newzealandeducated.com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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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서비스
교사 및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학부모를
위한 통역 서비스
웰링턴 지역 통역 서비스(WCIS)를 이용하면 대개 첫 통화 시 통역사와 연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역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통역
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WCIS는 다른 시간대에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
시합니다. WCIS는 현장 통역사와 전화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책정됩니다. 사고보상처리공사(ACC)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고와 관련된
의료 통역과 같은 일부 경우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통역료를 부담하지만, 대부
분은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웰링턴 지역 통역 서비스
는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을 근거지로 하는 통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소: Wellington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

뉴질랜드 학교 선택과 입학 절차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는 본 가이드의
49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취업 및 직업 선택
뉴질랜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종류
취업 정보 서비스인 Rapuara(라푸아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채용 정보, 조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eb

이 사이트(http://www.careers.govt.nz)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 기술, 자격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각의 직업에서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
여 직업 선택을 위해 취업 정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취업 상담교사를 통해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을 구
할 수 있습니다.

Level 5
61 Taranaki St
WELLINGTON

기타 연락처:
전화 + 64 (4) 384 2265
이메일 info@wcis.org.nz 웹 사이트 http://www.wcis.org.nz
이용 가능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4페이지의 “번역 및 통역 서비
스”를 참조하십시오.

유학생 학습 지원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부모의 역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을 돕고 용기를 주는 경우
성적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가 재학 중
인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 방식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를 도울 때 학교의 학습 방식을 보충하고, 모
순되는 접근법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팀업(Team-Up)은 정
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식 웹사이트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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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권리, 이의 제기,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돕기 위한 방법 등
과 관련된 참조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web

이러한 정보는 http://www.teamup.co.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업은 또한 학부모를 위한 3가지의 무료 안내서를 발행했으며, 여기에는 성공
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아이디어, 정보가 수록되어 있
습니다. 50페이지 상당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 이 안내서는 유아기, 초등/중등학
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web

웹사이트 http://www.teamup.co.nz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 안내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서비스 품질 감독
홈스테이 서비스 질적 수준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
국제교육항소청(IEAA)은 교육 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대행사로부터 제공된 조언
이나 서비스에 관한 보호 관리 측면에서 해외 유학생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하
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에 포함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요강에는 IEAA로 불만 사항을 접
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별도의 “해외 유
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개요(Summary of the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

개정된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개요의
한국어 번역본은 http://www.minedu.govt.nz/index.cfm?layout=document&
documentid=10658&indexid=11320&indexparentid=6666 참조

web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학년 해외 유학생의 학부모/보호자
를 위한 법적 후견인에 관련된 초본은 http://www.minedu.govt.nz/index.
cfm?layout=document&documentid=9504&da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한국어로 된 초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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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web

•
•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는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
(http://www.ltsa.govt.nz/)을 방문하십시오.

공식적인 뉴질랜드 도로교통법(뉴질랜드 교통법과 안전운전에 대한 안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료와 정보
방문객과 새로운 거주자를 위한 정보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뉴질랜드 수질안전국(WSNZ: Water Safety New Zealand Inc)은 모든 뉴질랜드인의 안
전을 위한 수질안전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조직으로, WSNZ는 대부분의 수
상 활동과 수자원과 관계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무료 브로셔, 소책자,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web

이와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watersafety.org.nz/index.a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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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휴일
2008/2009 년 공휴일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휴일 동안 여
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금요일, 부활절 일요일과 안작데이
(ANZAC)의 정오까지는 필수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날짜

휴일

1월 1 - 2일

새해 휴일

2월 6일

와이탕이 데이(1840년에 체결된 와이탕이 조
약 기념일로, 마오리족 대표가 영국에 통치권
을 이양한 조약)

3월/4월 중 금요일과 월요일
(날짜는 해마다 바뀜)

부활절: 성금요일과 부활절 다음 월요일

4월 25일

안작 데이(전사한 뉴질랜드 및 호주 군인을
기리는 날)

6월 첫째 월요일

영국 여왕 탄생일

10월 넷째 월요일

노동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6일

박싱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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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법정공휴일

2009년
법정공휴일

Appendix

한 각 지역마다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념일에 대해서는 등록한
교육 기관으로 문의하십시오. 지역 기념일은 보통 월요일이며 여름 기간에 속
해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화요일

새해 연휴

1월 2일 수요일

와이탕이 데이

2월 6일 수요일

성금요일

3월 21일 금요일

부활절 다음 월요일

3월 24일 월요일

부활절 연휴

3월 25일 화요일

안작 데이

4월 25일 금요일

영국 여왕 탄생일

6월 2일 월요일

일반적인 마오리족 용어집

노동절

10월 27일 월요일

다음의 목록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마오리족 언어를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목요일

아오테아로아 (Aotearoa)

박싱 데이

12월 26일 금요일

새해

1월 1일 목요일

새해 연휴

1월 2일 금요일

와이탕이 데이

2월 6일 금요일

성금요일

4월 10일 금요일

부활절 다음 월요일

4월 13일 월요일

부활절 연휴

4월 14일 화요일

안작 데이

4월 25일 토요일

영국 여왕 탄생일

6월 1일 월요일

노동절

10월 26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금요일

박싱 데이

12월 26일 토요일

12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 대부분의 정부 기관과 서비스 부처,

많은 사업체와 일부 상점 및 음식점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서머타임
서머타임은 9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즉, 2007년 9월 30일) 시간이 한 시간 빨
라지면서 시작되고 4월 첫째 일요일 새벽 3시(즉, 2008년 4월 6일), 시간이 한 시
간 늦춰지면서 끝납니다.

하에레 마이 (haere mai)
하에레 라 (haere rä)
항이 (hängi)
하푸 (hapü)
홍이 (hongi)
후이 (hui)
이위 (iwi)
카이 (kai)
카이아코 (kaiako)
카 파이 (ka pai)
카 키테(아노) (ka kite (ano))
카라키아 (karakia)
카랑가 (karanga)
카와 (kawa)
키아 오라 (kia ora)
코항아 레오 (köhanga reo)
쿠라 (kura)
마나 (mana)

길고 흰 구름의 나라(마오리족 언어로
뉴질랜드)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열을 이용해 땅 속에 넣어 찌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전통 요리법
소수 부족
코를 맞대는 공식적인 인사법
특별한 주제의 토론을 위한 회의
부족, 하푸의 공동체
음식
선생님
좋은, 훌륭한
(다음에) 다시 만나요
기도/주문
마오리족의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으로
마오리족 여자가 부르는 노래
풍습
마오리식 인사로, 환영과 감사 또는 동의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됨
마오리 유년 언어 학교
학교, 학원
권위, 권력,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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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이 (marae)

메 (me)
미히미히 (mihimihi)
파키하 (päkehä)
포우히리 (pöwhiri)
랑가티라 (rangatira)
레오 (reo)
타마리키 (tamariki)
타네 (täne)
탕가타 페누아 (tängata whenua)
탕이 (tangi)
타옹가 (taonga)
타푸 (tapu)
테나코에 (tënä koe)
테 레오 (te reo)
티리티 (tiriti)
와히네 (wähine)
와이아타 (waiata)
와카 (waka)
와카파파 (whakapapa)
와낭가 (wänanga)
와나우 (whänau)
와레이 (whare)
웨누아 (whe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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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리족 공동 시설 앞에 둘러 싸여진 공간이
지만, 종종 회의실, 응접실, 주방 및 목욕 시설
로 잘못 사용됨
그리고
인사말
마오리족 이외의 사람을 일컫는 마오리 언어로
유럽 이주민을 통칭함
마오리족의 공식 환영식
최고 지도자, 족장
언어
어린이
인류, 숲과 새의 신으로 쓰이기도 함
(토착 원주민) 땅의 사람들
장례식
귀중품 (정신적, 개인적) 및 물질적인 보물
성자
처음 뵙겠습니다.
언어(마오리어)
조약
여성
노래
운송 목적의 카누 또는 배
계보
대학
가족(대가족)
오두막집 또는 마라에의 회의장
대지

일반적인 뉴질랜드 비속어
다음 목록은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비속어 표현과 의미를 보여줍니
다. 주의 - 일부 표현은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wesome
bach

좋다, 멋지다
휴가철 임대 숙소(남섬에서는 crib을 사용)

barbie
beaut, beauty
bro
bright as a button
bright spark
bring a plate
bush
bushed, had it
BYO

cheers
chocker
choice
clean as a whistle
clown
cool
crook
cuz (cuzzie)
dough/dosh
drive round the bend
dude
feed
flat tack/flat out
flicks
footpath
foxy, fox
fully
g’day
geek
good on ya
got the blues
greenie
gumboots

바비큐(BBQ로 표기) – 야외에서 숯이나 가스
버너로 구워 먹는 음식
멋지거나 뛰어난 것
남성 친구나 친척을 부를 때 쓰는 말
쾌활하고 똑똑한
총명한, 재치있는
각자 나누어 먹을 음식을 가져오는 것. 빈
접시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뉴질랜드의 천연 숲
몹시 지친
Bring Your Own 의 약어(외부 음료 반입 가능).
BYO 레스토랑은 손님이 식사 중에 마실 음료		
(와인)를 가져올 수 있다.
고맙습니다
가득 찬, 꽉 채운
좋다, 멋지다
매우 깨끗한
완곡한 욕설, 멍청이
좋다, 괜찮다
도둑. “feel crook”은 몸이 좋지 않음을 의미
친구나 친척을 부를 때 쓰는 말
돈
어떤 사람을 매우 화나게 하다
좋은 친구
식사
최고 속도의
영화
보도블록
매력적인, 섹시한 외모의
동의하다
안녕 (또는 good day)
박식한 사람 혹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잘했다
슬픈
자연보호론자
방수 고무 부츠(영국에서는 Wellington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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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g
gutted
hard case
hard core
hard graft
head over heels
heart of gold
hook up
hoon
hottie
hunk
jandals
jersey
kiwi
lolly
mate
mission
mullet
munted
narley
nerd
nifty
no worries
on to it
on a high
once in a blue moon
paddock
paint the town red
piker
pop on over/pop in

Appendix

술
매우 실망함
괴벽스러운, 별난 사람
극단적인 사람 혹은 물건
작업에 열중하다
매우 행복하거나 사랑에 빠진 사람
매우 친절한 사람을 나타냄
만나다, 합석하다
고속으로 운전하는 사람
뜨거운 물통
잘생긴 남자
고무 샌들 혹은 가죽 끈 슬리퍼
(영국에서는 flip flops를 사용)
스웨터
뉴질랜드의 상징인 뉴질랜드 나라새.
또한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인을 뜻함
사탕이나 단 것을 일컫는 말
친구, 호칭으로도 사용됨
모험, 위험
위, 옆머리는 짧고 뾰족하지만 뒷머리는 길고
헝클어진 헤어 스타일
파손되거나 형체가 변한
좋은, 훌륭한
지루하고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 혹은
지적인 사람
좋은, 훌륭한(사물을 대상으로 사용)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유능한, 총명한 사람
성공에서 오는 기쁨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들판, 넓게 펼쳐진 곳. 또는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장소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일은 하지 않는 조심성
많은 사람
우리집으로 잠깐 나를 보러 와

potluck dinner
prezzie
pulling your leg
pub
rapt
rellie
rough ride
she’ll be right
shocking
shoot through
shout
skite
smoke Free
smoko
snowed under
spuds
sticks
stinge/Stingy
stoked
stirrer
sunnies
sweet, sweet as
swot
ta
to take for a ride
togs
tucker
turn to custard
twist your arm
under the weather
uni
varsity
veggies
wally

손님과 함께 나눌 음식을 각자 준비해 오는
식사. “bring a plate” 참조
선물
농담, 장난
카운터 너머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바
매우 기쁜
친척 또는 관계
힘든 경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매우 나쁜
갑자기 떠나다
친구들에게 음료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
자랑하다. 허풍쟁이 혹은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금연(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음)
커피 혹은 차를 마시는 휴식 시간
너무 일이 많거나 책임이 막중하다
감자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시골
돈을 쓰는데 인색한
매우 흥분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선글라스
매우 좋다
시험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
수영복
음식
아이디어, 기획 혹은 계획이 무너짐
상대방을 설득하다
몸이 좋지 않은, 피곤한
대학
대학
야채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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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멋지다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시골

wicked
wop-wops

뉴질랜드 도시 관련 정보
날짜

웹 사이트

주소

오클랜드

오클랜드 시의회

http://www.aucklandcity.govt.nz

투어 오클랜드

http://www.aucklandnz.com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

http://www.ccc.govt.nz

http://www.christchurchnz.net
크라이스트처치 및
캔터베리 여행 장소 정보

더니든

해밀턴

파머스톤 노스

웰링턴

지역 번호
지역

국가 번호

노스랜드/오클랜드

09

와이카토/베이 오브 플렌티

07

센트럴 노스 아일랜드

06

웰링턴/카피티

04

남섬 및 스튜어트 섬

03

국가 번호

국가 번호

크라이스트처치 홍보

http://www.christchurch.org.nz

국가

국가 번호

지역

지역 번호

크라이스트처치 교육

http://www.educationchristchurch.com

한국

0082

서울

2

더니든 시의회

http://www.cityofdunedin.com

부산

51

더니든 투어

http://www.dunedintourism.info

대구

53

투어 더니든

http://www.dunedinnz.com/tourism

광주

62

더니든 교육

http://www.educationdunedin.co.nz

해밀턴 시 웹사이트

http://www.hamiltoncity.co.nz

중요 연락처 정보

해밀턴 시의회

http://www.hcc.govt.nz

다음은 본 책자에 소개된 주요 기관의 연락처 목록입니다.

파머스톤 노스 시의회

http://www.pncc.govt.nz

데스티네이션 마나와투

http://www.manawatunz.co.nz

웰링턴 해외 유학생
교육

http://www.ewi.org.nz

투어 웰링턴

http://www.wellingtonnz.com

웰링턴 시의회

http://www.wellington.govt.nz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뉴질랜드에 가져올 수 없는 것
연락처: 뉴질랜드 세관 서비스
전화: 0800 4 CUSTOMS (0800 428 786) 이메일: feedback@customs.govt.nz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t.nz, http://www.biosecurity.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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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통과사증
연락처: 호주 이민성(DIMIA: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웹사이트: http://www.immi.gov.au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인종/성희롱 또는 차별
연락처: 인권 위원회
전화: 0800 496 877 이메일: infoline@hrc.co.nz
웹사이트: http://www.hrc.co.nz
직업
연락처: 학생 직업 검색
웹사이트: http://www.sjs.co.nz
남/여 동성애, 양성애 및 성전환자 지원 네트워크, 이벤트,
뉴스 및 서비스. 스포츠, 친목 및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Community(커뮤니티)”를 클릭하십시오.
웹사이트: http://www.gaynz.com
세금 관련 문의
연락처: 국세청
전화: 일반 세금 문의: 0800 227 774 자동응답 서비스: 0800 257 777
웹사이트: http://www.ird.govt.nz
뉴질랜드에서 고용인의 권리
연락처: 고용 관련 서비스 – 노동부
전화: 0800 20 90 20 웹사이트: http://www.ers.dol.govt.nz/
뉴질랜드에서 플랫 임대
연락처: 뉴질랜드 주택 임대 서비스
전화: 보증금 문의: 0800 737 666 임대 관련 자문: 0800 TENANCY
웹사이트: http://www.dbh.govt.nz/housing/te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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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및 차량 소지
연락처: 도로교통안전국
전화: 일반 문의: 0800 699 000 운전면허 취득: 0800 822 422
이메일: info@landtransport.govt.nz
웹사이트: http://www.landtransport.govt.nz
일반 자문(개인, 주택, 금융, 차량 및 법적 문제)
연락처: 시민 법률 사무소(CAB)
전화: 0800 FOR CAB (0800 367 222) 웹사이트: http://www.cab.org.nz
정부 부서 관련 통역 서비스
연락처: Language Line(랭귀지 라인)
전화: 0800 656 656 이메일: language.Line@dia.govt.nz
웹사이트: http://www.languageline.govt.nz
중요 서류 번역
연락처: Translation Service(번역 서비스)
전화: 0800 TRANSLATE (0800 872 675) 이메일: translate@parliament.govt.nz
웹사이트: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Translation-Index

법적 문제
연락처: 시민 법률 사무소
지역마다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화이트 페이지 참조
웹사이트: http://www.whitepages.co.nz/
경찰서에 범죄 신고 또는 상담
연락처: 뉴질랜드 경찰청
비상 전화 서비스 111
지역별 경찰서 전화번호는 화이트 페이지 혹은 경찰청 웹사이트 참조
웹사이트: http://www.police.govt.nz, http://www.whitepages.co.nz/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락처: 피해자 지원 센터
전화: 0800 VICTIM (0800 842 846) 이메일: victim@xtra.co.nz
웹사이트: http://www.victimsupport.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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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여가 활동
뉴질랜드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연락처: i-SITE
대부분의 뉴질랜드 도시/지역에는 i-SITE 센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i-SITE.org

Appendix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정부 대표의 조언, 지원 또는 도움 요청
운영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12:00pm, 1:00pm – 5:00pm
주소: Level 11, ASB Bank Tower,
우편 주소:
2 Hunter Street,
WELLINGTON

교육 및 이민
학생 비자 또는 학생허가사증 갱신
연락처: 뉴질랜드 이민성
전화: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걸 때 0508 558 855
오클랜드 내에서 걸 때 (09) 914 4100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걸 때 64 9 914 4100
이메일: info@immigration.govt.nz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
뉴질랜드의 교육 기관 및 학습 관련 정보
연락처: 뉴 월드 클래스 웹사이트
웹사이트: http://www.mynzed.com
해외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연락처: 교육청
전화: (09) 632 9481 이메일: info.code@minedu.govt.nz
웹사이트: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서
“Code of Practice(실천요강)”를 클릭하십시오
실천요강 위반 사례 신고
연락처: 국제교육항소청
전화: (09) 632 9513 이메일: info.ieaa@minedu.govt.nz
웹사이트: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
“Code of Practice(실천요강)”를 클릭한 후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국제교육항소청)”를 클릭하십시오

P.O. Box 11-143
WELLINGTON

전화: (04) 473 9073 팩스: (04) 472 3865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걸 때는 (04)를 (0061 4)로 바꾸십시오.
이메일: political@koreanembassy.org.nz
웹사이트: http://www.koreanembassy.org.nz
오클랜드 분관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9:00am – 12:00pm, 1:00pm – 5:00pm
주소: Level 10, Sofrana House,
396 Queen Street,
AUCKLAND

전화: (09) 379 0818 / 0460 팩스: (09) 373 3340
이메일: koreanconsulate@xtra.co.nz
뉴질랜드 대사관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
주소: 15th Fl., Kyobo Building,

우편주소:

Chongno 1-ga
Seoul 110-110
REPUBLIC OF KOREA
		

Immigration & Visas
KPO Box 2258
Seoul 110-110
REPUBLIC OF KOREA

전화: 82 2 3701 7835

팩스: 82 2 3701 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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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협회

한인회 협회

오클랜드
연락처: 오클랜드 한인회
전화: (09) 475 9200 웹사이트: http://www.nzkorea.org

더니든
주소: PO Box 2-355

웰링턴
연락처: 뉴질랜드 한인회
주소: PO Box 13776

전화: (03) 455 3085 팩스: (03) 455 5858
이메일: hpark123@hotmail.com koreansociety@gmail.com

Johnsonville
WELLINGTON

참고

전화: (04) 478 3183 웹사이트: http://www.koreans.org.nz
와이카토
연락처: 와이카토
WKANZ 본관
회장실
		
지원 및 상담 센터
통역 서비스

한인회
전화: (07) 839 2010 팩스: (07) 839 2011
전화: (07) 838 0388 팩스: (07) 838 0588
이메일: dynafuture@hotmail.com
전화: 027 469 5045
전화: (07) 855 9690

크라이스트처치
연락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주소: L1, 104a Riccarton Rd
Riccarton
CHRISTCHURCH

전화: (03) 348 2766 팩스: (03) 348 2877
웹사이트: http://www.chchkorea.org
연락처: 크라이스트처치 한국 유학생 학부모 협회(KIPCC)
우편주소: PO Box 31295,
		
		

SOUTH DUNEDIN

Ilam
CHRISTCHURCH 8444

전화: (03) 342 7707 이메일: kipcc2006@hotmail.com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ipcc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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