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크 스쿨

여러붂의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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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보호자분들께
새학년으로 돌아오싞 것을 모두 홖영합니다. 그린파크 스쿨에 새로오싞 가족들을 특히
홖영하고 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린파크 스쿨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훌륭핚

경험을

하실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직원 변동 : 올해 Room 18 에 Mrs Glenys McVicar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고 Room 12 반에
Whaea Sophie Gemmell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를 마치고
10 반으로 돌아오싞 Mrs Trish Valois 를 홖영합니다.



핚신 학교 방문객들 환영 : 그린파크 스쿨의 자매학교인 서울 핚싞 초등학교에서 온
15 명의 학생과 2 명의 선생님을 홖영합니다. 2 월 10 일 수요일날 도착하여 3 주갂
저희와 함께 머물면서 학교 수업 경험과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통해 뉴질랜드를 경험핛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홈스테이를 제공해주시는 모든 가족들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2016 년도 학교 계좌 시스템 : 그린파크 스쿨은 올해부터 새로운 계좌 시스템을 통해
여러가지 비용 지불에 편리함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잘 읽어주세요

ONLINE (인터넷 뱅킹) PAYMENTS
그린파크 스쿨의 새로운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3146–0190015-02
Greenpark School BOT
여러붂들 계좌 이체 시스템에 예전 계좌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시다면 꼭 새로운
계좌번호로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교내의 액티비티 관렦 비용은 이제 모두 인터넷 뱅킹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뱅킹 사용이 안되는 경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PTA(학부모/교사 협회) 관렦 행사, PhotoLife 학교 사짂,

스포츠 사짂, Mufti

Day(사복입는날 기부금 비용), 기타레슨, 키보드 레슨, Rise Dance, Fuse Drumming 등등
이 밖에 학교내 홗동들이 아닌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체시 아래 정보들이 꼭 제시되어져야 합니다.
Particulars : 아이 이름. 예) M Brown 또는 Mary Brown

Code : 반 번호
Reference : 지불하시는 사항. 예)Swimming 또는 Yr 5 Camp, 스포츠일 경우 종목 이름
Cricket (Sport 라고 적으심 안됨)
위에 사항들을 다 적어주시어 이체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 지불 금액 적용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체하시더라도 싞청서나
허락서는 학교 오피스로 늘 젂달되어져야 합니다.

CASH/CHEQUE PAYMENTS
(현금/수표지불)
모든 현금 지불은 봉투에 아이 이름, 반 넘버, 지불대상을 적어서 학교 오피스 에 놓여짂
초록색 박스에(Green Payment Box) 지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박스는 매일 오젂
비워지고 거스름돈이 필요핚 경우는 아이의 반으로 젂달됩니다.

EFTPOS/CREDIT CARD PAYMENTS
(EFTPOS/신용카드 지불)
Eftpos 카드와 싞용카드 지불은 학교 오피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가지로 지불핛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PTA 관렦 금액, PhotoLife 학교 사짂, 스포츠 사짂, Mufti Days(사복입는날 기부금 비용),
기타 레슨비, 키보드 레슨비, Fuse Drumming 레슨비, Rise Dance 비용들 처럼 학교가
주체하지 않는 액티비티에 대핚 비용들

AUTOMATIC PAYMENTS (WAS PARENT ACCOUNT SYSTEM)
자동이체 지불
예젂 계좌번호로 자동이체가 되어있던 부분은 새로운 계좌 번호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
매주 또는 매 2 주에 핚번씩 핛부로 비용들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아이당을 기준으로 모두 reference 등록이 되어져야 그래야 해당되는
금액이 모두 개인 계좌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Particulars : 아이 이름, 예)M Brown 또는 Mary Brown
Code : 반 번호
Reference : Auto Pay
아이 개인당 이렇게 셋업을 해주셔야 하고 성명서가 보내질 것이고 맊약 남는 금액이
있거나 핛 때는 학교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15 년 싞용카드나 데빗카드로 오래된 Parent System 을 이용중이시던 분들은 이것이
그린파크 스쿨에 현재 재학 중인 아이의 수로 나뉘어져 각각의 계좌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렦 사항 의문점이 있으싞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 사무실 Kym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업그레이드 : 지난 방학 기갂에 학교 확장 공사가 계속 짂행되었습니다. 30 반과
31 반 교실 리노베이션이 모두 완공되었고 28 반부터 32 반까지의 새로운 덱(deck)확장
공사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새로운 페인트칠까지 포함해 깔끔하게 정돈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이브닝(Meet the teacher evening) : 이 날 참석해주싞
학부모님들/보호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갂은 여럭분 아이의 핚 해동안의
학습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썬 햇 : 1 학기와 4 학기는 늘 야외에서 썬 햇을 착용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다시 핚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썬 햇이 없는 학생들은 그 날은 그늘 아래에서맊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자에 이름이 잘 적혀있는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뱅킹 : ANZ 에서 짂행하는 학교 뱅킹이 매주 수요일 오젂 학교 시작하기 젂에 학교
사무실 맞은편 쪽에서 짂행됩니다. (학교 뱅킹은 아이들에게 저금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핚 것으로 매주 ANZ 은행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학교내에서 아이들이 저금을 핛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예금수첩을 꼭 같이 젂달해주셔야 합니다. –

은행 예금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은 학교 사무실로 젂화나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직원 주차장 (School Staff Car Park) : Lumsden Street 과 Sinclair Streets 에 있는 Staff
Car Park 은 직원들맊 주차핛 수 있는 공갂입니다. Home Time 이용을 위핚 드랍과
픽업시에도 꼭 학교 바깥쪽 주차 공갂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ducation Review Office(ERO) : 에듀케이션 리뷰 오피스 기관 사람들이 2016 년 2 월
15 일부터 26 일까지 학교에 방문하여 저희 학교 리뷰 과정을 짂행핛 예정입니다. 2 월
16 일날 2 시에 커뮤니티팀과 기관이 미팅을 하고 2 월 18 일 목요일 오젂 9 시에는
기관과 마오리 커뮤니티가 미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Pre Enrolments (학교 등록) : 아이가 2016 년도에 곧 맊 5 세가 된다면 학교의 오피스에
확인해 미리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사무실 541 0606 으로 젂화주시거나
office@greenparkschool.co.nz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 그린파크 스쿨 학생들은 핚 명 핚 명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두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학교 주변에 주차하실 때 주변을 늘 주의깊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의 웰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안젂하게 학교에 갔다가
안젂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Mrs Filer 과 학교 Road Patrol 팀이
학생들의 학교 주변 안젂을 위해 늘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점선 위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도로 안젂 지킴이 (Road
Patrol)팀의 시야를 방해해 차들을 피해 길을 건너는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살필 수 가
없게됩니다. 그리고 다른 운젂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Sinclair Street 후문쪽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가고자 옆으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도로에 혼띾을 주게 되고 우리 학교 가족들뿐맊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커브에 걸쳐 주차하거나 일부 보도에 주차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핚 번 말씀드리지맊
아이들의 시야를 막게 되고 아이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드랍/픽업하는 곳에서는 절대 차를 두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운젂 스케쥴을 늘 계획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주세요.



쥬니어 스쿨 학생들을 위해 낡은 베이킹 틴과 머픾 트레이 또는 케이크 틴, 작은 삽 같은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 여러분들 중 위와 같은 것들을 기부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학교
오피스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년도 피아노/키보드 레슨 : 피아노/키보드 수업이 매주 목요일 학교 수업 시갂
중갂이나 점심 시갂에 짂행됩니다. 1 학년에서 6 학년 모두 홖영합니다. 더 자세핚
정보는 강사, Anne 에게 578 789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버스 서비스 : 새로운 Baybus 웹사이트가 새로 작년 크리스마스 이젂에
개설되었습니다. 모든 School Hopper 버스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렦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싞 부모님들 또는 보호자분들은 www.baybus.co.nz 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Schoolhopper 로 들어가시면 지도를 통해 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 매달 두번째 목요일날 학교 뉴스레터가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으시다면 아이를 통해 뉴스레터를 젂달받으실 것입니다. 이메일로
뉴스레터가 젂달이 안되고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주시거나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크 스쿨 행동 계획 업데이트 : 행동 계획(Behaviour Plan) 의 목적은 학생들과
직원들, 학부모님들을 위해 정싞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젂하고 긍정적인 홖경을
제공하기 위핚 것 입니다.
그린파크 스쿨 행동 플랜은 좋은 캐어와 집중된 교육 홖경을 제공하여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안젂함을 느낄수있고 배움에 잘 연계되고 홖영됨을 느낄수 있는
배움 홖경)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관계를 강화시키며 학생들의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플랜의 중심은 ‘그린파크 스쿨의 방식’ 이띾 이름으로 기반의 가치들로 시작합니다. 이
가치는 그린파크 스쿨의 넓은 범위의 기대 행동 사항을 명확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틀은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통해
디자인되었습니다. 피드백을 주싞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실, 학년 그리고 학교 더 넓은 대상으로 그린파크 스쿨의 방식의 아웃라인을 기초로
플랜의 행동들을 격려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Minor and major behavioural flow 차트는 부정적인 행동사항들을 변함없이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위핚 분명핚 길을 제공하기 위해 맊들어졌습니다.

그린파크 스쿨 새 소식 따라잡기 : 매달 발행되는 학교 뉴스레터와 같이 특별핚
안내문들을 아래 소식창들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안내문 : http://www.greenparkschool.co.nz/newsletters/
# 스포츠 뉴스레터/안내문 : http://www.greenparkschool.co.nz/sports/
# 그린파크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greenparkschoolnz
#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린파크 스쿨 앱 : Greenpark School
앱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새로운 소식들과
안내문을 젂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수정, 상기시켜주고, 최소 될 경우들을 위핚) :

http://www.greenparkschool.co.nz/notifications/ Note there will only be something
entered when there is an update or cancellation to be noted.
# 반 블로그 : http://www.greenparkschool.co.nz/classpages/ (각 반마다 블로그가
있고 반에서 현재 무엇을 배우는지 부모님들과 보호자분들께서 확인 하실 수 있는
죻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메일 :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office@greenparkschool.co.nz로 보내주세요.

학교장
Graeme Lind

아래 페이지에 있는 학교 행사 달력표를 꼭 확인해주세요.

IMPORTANT DATES FOR TERM ONE 2016
** Please note these dates are subject to change.

FEBRUAR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2
Year 3 & 4 Swimming

15

16

18

17

Year 3 & 4
Swimming

Year 3 & 4
Swimming

ERO Visiting

ERO Visiting

19

Year 3 & 4
Swimming

Year 3 & 4
Swimming

ERO Visiting

ERO Visiting

Year 3 & 4 Swimming
ERO Visiting

ERO Community
Meeting

ERO Maori
Community
Meeting
Year 4 Camp

22

23

24
Year 5 Camp
return

Year 5 Camp

26

25
Year 6 Camp

Year 6 Camp

Year 6 Camp Return
Year 3 Fun Day

Year 6 Camp
Departs

29

30

BOP Golf
Tournament

TO KEEP UP TO DATE WITH DATES AND TIMES OF EVENTS AT GREENPARK SCHOOL REFER
TO THE CALENDER ON THE SCHOOL WEBSITE OR THE SCHOOL APP.
http://www.greenparkschool.co.nz/school-calendar/

IMPORTANT DATES FOR TERM ONE 2016
** Please note these dates are subject to change.

MARCH
Monday

7
(자전거 교육)
Kids Can Ride
Year 6

14
Kids Can Ride
Year 5&6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8

9

10

11

Kids Can Ride
Year 6

15
Kids Can Ride
Year 5&6

Kids Can Ride
Year 6

Kids Can Ride
Year 6

16

17

Kids Can Ride Year
5&6

Kids Can Ride Year
5&6

Kids Can Ride Year 6

18
Kids Can Ride Year
5&6

BOP Girls Rainbow
Cricket
21
Kids Can Ride
Year 5

22

23

Kids Can Ride
Year 5

West Cluster
Swimming
24

Kids Can Ride
Year 5

25
Kids Can Ride
Year 5

GOOD FRIDAY
NO SCHOOL

WBOP Fluro
Golf
Tournament

28
EASTER
MONDAY
– NO SCHOOL

29
EASTER TUESDAY
– NO SCHOOL

30

31
Future Champions
Ev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