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1 월 4 텀
친애하는 학부모님, 보호자분들과 가족들께
크리스마스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됬다는 것과 4 텀의 반이 벌써 지나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학교와 가족들에게도 모두 이번텀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6 학년
학생들과 가족들께- 프라이머리 스쿨에서의 마지막 남은 텀동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인터미디어트와 그 이후의 시간도 성공적으로 잘 보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린파크 스쿨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들을 잘 간직하여 가져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테크놀로지 교실이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빌딩 페인팅이 이제
모두 완료되었고 바닥과 deck 도 모두 완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위한 가구들과 수업자료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11 월 21 일 오전 7 시에 테크놀로지
교실은 Tamati Tata 에 의해 축복식(마오리 풍습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에 축복을 주는 행사) 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분들 중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환영이니 오실 분들은 아침 식사 분량을 위해 스쿨 오피스에 정보를 전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오픈식은 졸업생들과 현학생들의 가족들과 직원들과 함께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보통 축복식과 오프닝식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학교 대표팀들이 현재
6 학년들이 졸업하기 전에 오픈식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여 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른 발전쪽으로 최근에 교육 위원회가 참여해온 것은 타우랑가 페닌술라 공동체 학습
Taurnaga Peninsula Community of Learning (COL) 입니다. 지난주에 그린파크, 게이트 파,
웰컴베이, 타우랑가 프라이머리, 오로피, 타우랑가 인터미디어트, 타우랑가 보이즈 컬리지,
타우랑가 걸스 컬리지의 교육 위원회 멤버들이 모여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COL 학습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COL 학습- 여러 학교가 함께 모여 함께 학습에 함께

참여하는 것. 현재 각 학교의 직원들은 문화적 민감도와 관계 교육에 초점을 둔 내용들로
앞으로의 학습에 대해 논의 중 입니다. 그린파크 스쿨은 위의 학교들과 이 발의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텀에 이틀식 네명의 교사들이 이에 관련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미팅 날짜도 이미 모두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동 사회와 미래를 위한 어린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함께 협력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교간의 이 협력수업은 아직 매우 이른 발전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교육 위원회를 빌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휴가 시즌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시고 저희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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