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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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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보호자분들께
3 학기로 모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그린파크 스쿨로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된 모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와 함께 하는 여러분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직원변동 사항 : 이번 3 텀에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교사 Ebony Kahukura 를
환영하였습니다. Ebony 는 Year 2 Room 18 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Mrs Reannan Burgess 교사가 Room 19 교실 0 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Mrs Sarah Talbut 교사는 파트타임으로 정부
혜택을 받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 텀 동안 Room 18 에 계셨던 교사 Mrs Glenys McVicar 는 정부 기금으로 14 주간
추가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게 될 것 입니다.



2016 년 타우랑가 프라이머리 스쿨 뮤직 페스티발 :
현재 그린파크 스쿨 5,6 학년들 학생들은 스쿨 프로덕션 준비에 참여하고 있고 3,4 학년
합창단들은 그린파크 스쿨을 대표해 2016 년 타우랑가 프라이머리 스쿨 뮤직
페스티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0 명의 합창단 학생들이 현재 뮤직 페스티발 준비를
위해 “Let’s be friends.”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노래를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현재까지 오토모타이 인터미디어트 스쿨과 셀윈 리지 스쿨에서 있었던
두번의 리허설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페스티발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배우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2016 년 9 월 1 일 목요일입니다.



스쿨 프로덕션 (뮤지컬) :
우리 스쿨의 2016 년도 스쿨 프로덕션인 Seussical Jr. 는 이번주 학교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세 개의 저녁 공연은 8 월 9 일 화요일 오후 7 시, 10 일 수요일 오후 7 시
그리고 11 일 목요일 저녁 6 시에 있고 10 일 수요일 하루는 오전 11 시에 공연을 합니다.
5,6 학년 학생들은 Mrs Jean 교사와 Miss O’Sullivan, Mrs Gilpin, Mrs Mossop 교사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해왔고 곧 다가올 공연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연 티켓 구매를 안하신 분들은 학교 오피스에서 구매가 아직 가능합니다.
성인티켓은 $12.50 아이 티켓은 $5 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서포트해주세요.



한신 트립 :
한국 한신 초등학교 자매 학교를 방문하는 33 명의 그린파크 스쿨 그룹은 8 월 27 일
토요일날 출국을 합니다. 한 해동안 이를 위한 기금 모으기 활동은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8 월 15 일날 가기전에 미팅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 트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재 Mrs Kim 과 함께 기본 한국어와 에티켓에 대해 익히고
있습니다.



EPRO8 찰린지 :
2 텀 GATE 팀은 베이 지역 찰린지 EPRO8 준비에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엔지니어링 지식과 혁신적인 스킬들을 팀으로 함께 하는
찰린지입니다. 각 팀은 네명의 멤버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린파크 스쿨은 5/6 학년 학생들 세 팀이 참여했고 그 중 두 팀은 준결승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Mix and Match’ 팀은 로토루아 인터미디어트 스쿨에서 있었던
결승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팀은 인내심과, 창의성 그리고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학생들이 flying fox 를 만들고 움직이는 차를
함께 만드는 등 활동에 노출되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아주 훌륭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EPRO8 찰린지 학생들


결석처리 :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결석을 할 경우 학교 오피스에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Room 44 에 Bob Smith 가 결석합니다. 이유는
___________ 입니다. “ 이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학교 오피스 541 0606 음성
메세지를 남겨주시거나 027 817 6582 에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스마트폰 그린파크 스쿨
앱에 있는 absentees 를 이용해주세요.



Cope Challenge :
아래 최근 COPE Challenge 과제를 완성한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Harnoor Kaur, Sara Hudson, Caide Mcdermott, Christian Lemi 입니다.
모두 매우 잘했다!

7 월 COPE Challenge 과제 완수자들
Top: Harnoor Kaur Middle: Caide McDermott & Sara Hudson Bottom: Christian Lemi



교실 뉴스레터 :
모든 학생들은 이번주까지 그들 반의 뉴스레터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Daffodil Day :
Daffodil 핀을 학교 오피스에 8 월 22 일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암사회를 위한 금동전
도네이션 행사로 모아진 금액은 모두 암사회로 전달됩니다. Daffodil Day 는 다가오는
8 월 26 일 금요일입니다.



그린파크 스쿨 유니폼 – 가격 인상 :
학교 유니폼을 구매하시는 ‘뉴질랜드 유니폼’ 샵에서 유니폼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 월 1 일부터 인상된 유니폼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인상된 유니폼 가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학생들 방문 : 지난주에 우리는 일본 나기사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을 그린파크
스쿨로 맞이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린파크 스쿨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뉴질랜드
스타일의 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중 네 명의 학생은 두번째로 그린파크 스쿨을
방문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첫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학생들 홈스테이를 해주신
직원분들과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주차장과 도로 주변 : 다시 한 번, 학교가 시작하기 전 직원 주차장 (Staff Car Park)은
반드시 직원들차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Home Time 에 아이를 드랍하실 때 직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Home Time 드랍을 위한 주차는 Lumsden Street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걸어가는 학생들에게도 주민의 드라이브 입구에 서성거리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합니다. 주민이 그의 드라이브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른 운전자들과
학생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드랍 오프에서 드랍하거나 픽업하는 경우에는 도로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차를 세우지 말아 주시고
주민의 드라이브 웨이 일부에 차를 주차하지 말아주시고 드랍 오프존에는 차를 세우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주십시오. 늘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모든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들과 그 주변을 잘 살펴주시어 주민들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위험한 운전이나 계속 벌어지는 문젯거리가 있으시면 Tauranga City
Council 이나 NZ Police 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파크 스쿨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 규칙을 잘 준수해 주고 주의를 잘 살피는 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키보드 레슨 : 3 학기 키보드 레슨 두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레슨은 매주 월,금 수업 중간
시간과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를 바란다면
Anne 에게 578 789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러닝 커뮤니티 :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타우랑가 커뮤니티 러닝 대표, Andrew King 의
뉴스레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 확인은 오리지널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Graeme Lind

2016 년도 3 텀 중요한 행사날
8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4

Friday
5
PTA Quiz Notices
Home

8

9

10

Seussical Jr.
Production 7pm

15

16

11

Seussical Jr.
Production
11am & 7pm

Seussical Jr.
Production 6pm

WBOP 9 aside
Rugby League
Tournament

Chess Team
Primary School
Tournament

17

ICAS Maths Test
Jump Jam
Workshop

12
WBOP 9 aside
Rugby League
Tournament
Postponement Day

18
BOP Invitational
Rugby 7s
Postponement
Day

19

25

26

Girls Rugby 10
aside Tournament

BOP Invitational
Rugby 7s
22

23

24
Girls Rugby 10
aside
Tournament

PTA Olympic-athon
모은 돈 걷는 날
Daffodil Day –
Donation for
Cancer Society

29

30

Science
Roadshow

31
Science
Roadshow

2016 년 3 텀 중요한 행사날
** 날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Friday
2

Year 3 & 4

WC Basketball
Tournament

합창단 연습
Year 3 & 4
합창단 공연
(PM) Baycourt
5

6

7

8

스쿨 스피치

Summerhill
Leadership Day

대회
12
Greenpark
Tauranga
Foodbank
Appeal begins

13
WC Speech
Competition

9

14

15
WC Winter
Tournament

16
WC Winter
Tournament
Postponement Day
Last Day for
Foodbank Appeal
4 학년 가라지
세일

19

20

21

22

WBOP Speech
Competition

26

27

28

29

23
3 학년

3 텀 마지막날

시낭송 대회

3 시 마감
30

SCHOOL HOLIDAYS

알림: 그린파크 한신 그룹은 8 월 27 일 출발하여 9 월 11 일날 돌아옵니다.
AIMS GAMES (Intermediate Schools) 4th – 9th Sept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