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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보호자분들께


크로스 컨츄리 : 6 월 6 일 화요일 이번에도 성공적인 스쿨 크로스 컨츄리 날을
가졌습니다. 이 날 열심히 노력한 모든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매일 노력한
트레이닝의 결과가 효능을 발휘하였고 교실에서의 러닝에도 도움이 됬을거라
믿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직원들과 응원 와주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다음 스포츠 뉴스레터에 실릴 것 입니다.

2017 년 크로스 컨츄리



Matariki –음식 공유 : 6 월 23 일 금요일 마타리키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점심과
다른 액티비티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문이 곧 나갈 예정입니다.



유니폼 – 스쿨 유니폼을 매일 입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날씨가
추워 사복인 외투를 오전에 입더라도 학교 내에 들어오는 순간은 벗어야 합니다.
스쿨 유니폼은
Elizabeth Street 에 있는 NZ Uniforms 또는 중고 유니폼도 구매 가능하니 중고
유니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쿨 오피스 이메일 office@greenparkschool.co.nz
또는 오피스로 541 0606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텀 인터뷰(면접) : 7 월 5 일 수요일에 중간텀 면접이 있습니다. 그 날
하루종일 면접이 진행되는 관계로 학생들은 그 날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 소식 : 베이 오브 플렌티 STEAMERS 소속의 Mr Monty Loane 이 그린파크
스쿨에서 이번 텀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크 스쿨 컬쳐럴 콘서트 : 다가오는 6 월 29 일 목요일 오후 6 시에서 7 시 스쿨
강당에서 컬쳐럴 콘서트를 가집니다.
합창단, 오케스트라, 기타 클럽, 유클레레 그룹, 카파하카, 락밴드, 리코더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 보호자분, 가족, 친구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Judy
Inster( Music Teacher)에게 judyi@greenparkschool.co.nz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홈스테이 : 그린파크 스쿨은 단기 유학생들을 위한 유명한 스쿨로 이름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텀부터 대만, 한국, 홍콩, 태국 학생들이 다녀갔고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은 그린파크 스쿨의 돌봄 정신과 홈스테이를 해주시는 그린파크 스쿨 키위
가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린파크 스쿨 키위 가족들이 이 학생들에게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스쿨이 그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아이들의
국제적인 평생 우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홈스테이가
가능한 가정을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홈스테이 제공을 하고자 하는 가족들은 모두 유학생 매니져 린을 통해서 범죄 기록
조사를 미리 하게 됩니다.
홈스테이 제공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은 스쿨 유학생 매니져인 Lynne Mossop 에게
lynnem@greenparkschool.co.nz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크 스쿨 PTA 디스코 :

PTA 디스코 파티에 대한 궁금점 있으신 분들은 앨리스에게 연락주세요.



그린파크 스쿨 소식 따라잡기 :
아직도 스쿨 소식을 잘 전달받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 뉴스레터/안내문 : http://www.greenparkschool.co.nz/newsletters/

# 스포츠 뉴스레터/안내문 : http://www.greenparkschool.co.nz/sports/
# 그린파크 스쿨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greenparkschoolnz
# 그린파크 스쿨 인터네셔널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greenparkschoolinternational/
# 그린파크 스쿨 아이폰/안드로이드 폰 앱 : 앱 다운로드 받는 곳에서
‘Greenpark School’을 검색하시면 흰 바탕에 그린 나무 로고가 있는 앱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스쿨 소식 그리고 결석 처리 등등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취소/리마인더 안내문들 :
http://www.greenparkschool.co.nz/notifications/ Note
#클라스 블로그 : http://www.greenparkschool.co.nz/classpages/
# 이메일 : 오피스 이메일 office@greenparkschool.co.nz 입니다.

현재 교장 역할을 맡고 있는
Jason Mischewski

2017 년도 중요 스쿨 행사날
** 날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8

9
Rooms 3 & 8
Wetlands Trip

12

13

14

BOP Rippa
Rugby World
Cup

WC Cross Country
Tauranga Music
Festival Practice
(Choir)

Maori
Consultation
Hui 6-7:30pm

19

21

20

WBOP Cross
Country

BOT Meeting

Friday

Room 1 Wetlands
Trip

15
BOP Inter School
Squash
Tournament

16

22

23

Basketball World
Cup Years 5 & 6

Fresh Moves Dance
Festival

Matariki Celebration
Shared Kai
WBOP Cross Country
Postponement Day
PTA Disco

26
PTA Meeting

28

27
BOP Cross
Country

29

30

Greenpark VS Gate
Pa Netball & Rugby
Tournament
Greenpark Cultural
Concert
6-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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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도 스쿨 중요 행사날
** 날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
Monday
3

Tuesday
4

Wednesday
5

6

Term 1 & 2
Sports
Photographs

10

Thursday

Mid-Term
Interviews –
NO CLASSES

11

12

Friday
7

PTA Hot Dog Day
Years 3 & 4
Basketball World
Cup
13

Basketball World
Cup Years 3&4
LAST DAY OF TERM 2
3pm Finish
14

SCHOOL HOLIDAYS

17

18

19

20

21

27

28

SCHOOL HOLIDAYS

24
First Day of
Term Three

25

26

Summerhill
Leadership Tr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