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보
수업시간
모든 학생은 오전 8시3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이시간이 되면 교실문은 열려있고 학생들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수업은 8시55분에 시작하게 되며 어느누구도 8시
이전에는 학교마당에 들어올 수 없다.
학교는 오후 3시에 마치며 모든 학생은 이시간에 하교를 위해 부모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지각
8시55분이후에 등교하는 학생은 누구라도 학교 사무실에 가서 지각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하교시 부모가 오지 않아 3시15분이후에도 운동장에 남아 있는 학생은 누구든 학교 홀 위층에
위치한 방과후 학생시설로 보내지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학부모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결석
학생이 결석할 때에는 아래의 한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알려야 한다 :
• school App으로 통보하기
• Email office@murraysbay.school.nz 로 통보하기: (이때에는 학생의 교실 명과 학생의 이름
결석 사유를 함께 적어 보내야 합니다.)
• 학교 전화 09 478 6239로 걸은 후 1번 결석 통보에 연결한 후 역시 학생의 이름, 소속 학급
명 과 결석 사유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fter School Care(방 과 후 보 호 시 설 )
부모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Care-kids Limited – 등교 전과 방과 후 사용 프로그램
• 학교 홀 위층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 연락처: Margaret O'Sullivan 모바일 021 058 2660 or email: margaretosully@hotmail.com
모닝티와 점심
오전 11시 학생들은 교사들의 감독하에 자신들의 뇌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일이나 야채, 혹은 크래커를 준비해 가방속에 넣어 보내 주세요. 10분간
음식을 먹고 나면 20분간 놀게 되며 11시 30분 다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에 학생들은 약 10분간에 걸쳐 점심을 먹게 되며 이후 40분간 뛰어 놀다 1시50분에
다시 오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매일 물병을 지니고 등교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세요.

점심 주문
학교에 점심을 주문하고 싶은 학생은 다음 세가지 메뉴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 써브웨이,
피타 핏 혹은 EZ-lunch입니다.학교 App 을 이용하거나 website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http://www.murraysbay.school.nz/new-parents/scholl-lunches/
학교와의 소통
학교 앱(Murrays Bay School App) 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보를 이용하실수
있는데 구글플래이 스토어나아이튠을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 폰에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학교 신문이나 각종 최신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결석 통보도
하실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처
학생이 뉴질랜드에 머무는 동안에는 항상 학교에 부모님의 연락처가 비치되어야 하며 만일
바뀌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주셔서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연락처는 이메일로 office@murraysbay.school.nz 알려 주세요.
영어가 부족하신 분은 친구나 도움이 될만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업중 방문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방문하실때에는 꼭 사무실에 들러 입출 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은 금지 되어 있으며 만일 촬영을 원하시면. 학교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arking
학교 방문시 주차는 학교 홀 앞면 주차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웨이의 주차장은
교사와 장애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