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September 2020 
 
 
Dear Parents and Caregivers,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work started today on refurbishments to our Aotearoa Walkway Entrance. 
This process will take a number of weeks to complete and will be a wonderful facelift to this highly used 
area of our school. 
 
With work of this nature taking place there will be rather a significant impact on the use of this entrance. If 
your child and/or family use the Aotearoa crossing, ‘Kiss and Wave’ and entrance to access school 
please read the information below carefully so you are aware of what impact it will have on school life 
over the upcoming weeks. 
 
This week (Monday, 14 September to Friday, 18 September) 

● Pupils will be able to access and use the entranceway (as they normally would) from 8:00 am to 
9:15 am to come to school and from 2:45 pm - 3:30 pm when leaving school 

● Other groups that use this pathway for coming to and leaving school, such as the walking school 
bus, road patrol pupils and use of the kiss and wave will be fully operational during this week.  

● However, from 9:30 am to 2:45 pm the walkway will be closed to ALL foot traffic as the 
contractors will be using this time to start work on the project. The Aotearoa Kiss and Wave will 
also need to remain clear of any parked cars at this time. 

● If visiting school or dropping off or collecting children between 9:30 am and 2:45 pm 
please use the Clematis entranceway. 

 
 
Next week (Saturday, 19 September to Friday, 25 September) 

● The Aotearoa Walkway will be completely closed for this week. We require you to please 
play your part in helping us to keep children safe during this time. It will be a short term 
inconvenience, but the end result will be worth it. 

● During this week the work that will take place on the walkway will require the walkway to be 
completely closed to access the school this includes before and after school. 

● This will have an impact on all families who use this pathway as their main means of getting to 
school. For this reason, the following plans have been made for children to come on-site. 

 
1) Walking School Bus: Children can still use this facility, however, they will have to continue the 

walk a little longer around the corner to our Clematis Entrance. 
 

2) Aotearoa Road Patrol: The before and after school road patrol WILL take place. However, 
children will then also have to walk a little further around the corner to our Clematis Entrance to 
come on-site. 

 



 
3) Aotearoa Kiss and Wave: Parents who use the Aotearoa Kiss and Wave to drop their children off 

CAN  still do this. However, once out of the car children will then have to walk around the corner 
to our Clematis Entrance. 

4) Senior School Pupils to be used as ‘Walking Helpers’: Year 5 and 6 pupils will be stationed at the 
Aotearoa Walkway entrance in the morning to walk (particularly young) pupils around to the 
Clematis entrance. They will then meet pupils as the bell goes at 3:00 pm under the Ruru Block 
Shelter to walk them back around to the Aotearoa ‘Kiss and Wave’ for any scheduled pickups. 

5) Practice Suggested: If your child accesses the Aotearoa Walkway daily, you might want to take 
some time, before the entrance is completely closed, to talk to your child about how to use the 
Clematis Entrance. 

 
 
 
Holidays (Saturday, 26 September to Sunday, 11 October) 

● The Aotearoa Walkway Entrance will be completely closed for the completion of this 
development. 

 
 
Start of Term 4  

● Work should be completed in time for the start of Term 4. However, should (for whatever reason) 
this not be the case, we will send out communication in the second week of the holidays to 
provide an update. 

 
With a refurbishment of this nature and the impact that it will have on our school, we would like to ask 
parents and the community to please be as understanding as possible during these timeframes.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in regards to the work and what it might mean for your child(ren) coming 
to school,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to seek clarification and resolution. 
paul@murraysbay.school.nz 
 
Kind regards, 
 
Paul Hoffman 
Deputy Principal 
 
 
 
 
 
 
 
 
 

 

mailto:paul@murraysbay.school.nz


 
 
亲爱的父母和照顾者 
 
我们很高兴地宣布，在 Aotearoa 这边学校入口过道的翻新工程今天开始动工了。此工程需要数
周时间才能完成，这个行人过道使用率很高,，翻新将给我们带来全新的面貌。 
 
开工后，此工程将对该入校过道产生很大的影响。如果您的孩子和/或家人需要横过 Aotearoa 马
路，使用 “2分钟停车区”，或走入学校的话，请仔细阅读以下信息，以便您了解未来几周此工程对
学校产生的影响。 
 
本周（9月14日星期一至9月18日星期五） 

● 学生可以从上午8:00到上午9:15像往常一样经过此过道进入学校，以及从下午2:45-下午
3:30离开学校。 

● 其他使用此过道上／下学的群体，例如步行校车，监督过马路的学生以及在“2分钟停车区”
下车的学生本周可以完全照常不变。 

● 但是，从上午9:30到下午2:45，此过道将被封闭，进行此项工作。Aotearoa 路上的 “2分
钟停车区“ 也不能停留任何车辆。 

● 如果在上午9:30到下午2:45之间访问学校或接送孩子，请使用 Clematis 路上的学校正门
入口。 
 

下周（9月19日星期六至9月25日星期五） 
● Aotearoa这边的入校过道将完全关闭，我们需要您的帮助，确保孩子在此期间的安全。
这将是短期的不便，但最终的结果是值得的。 

● 在这周内，此过道将完全关闭，包括上学，放学时间。 
● 这将对所有使用此过道上／下学的家庭产生影响。因此，我们制定了以下规划供儿童使

用。 
 

1. 步行校车：孩子们仍然可以照常进行，只是需要多走一段路，从Clematis 路的正
门口入校。 

2. 学生在 Aotearoa 的过马路监管：照常进行，同样只是需要多走一段路，孩子们必
须走到拐角处，从Clematis 路上的学校正门入口。 
 

 
 

 

 



 
3. Aotearoa ”2分钟停车区“：家长可以照常使用 Aotearoa “2分钟停车区”，但孩子下
了车，必须往后经过拐角走到Clematis路上，从学校正门口入校。 

4. 高年级学生将作为“步行助手”：5年级和6年级的学生将在早晨在Aotearoa 入校过
道入口，带领年幼的学生走到Clematis入口。同样，他们将在下午3:00点在Ruru 
楼带他们回到Aotearoa的 “2分钟停车区” 等待家长接走。 

5. 建议实践一下：如果您的孩子每天都从Aotearoa 过道入校的话，请在入口过道完
全关闭之前，与您的孩子讨论一下如何从Clematis这边的正门口入校。 

 
学校假期（9月26日星期六至10月11日星期日） 

● Aotearoa人行过道入口将完全关闭，以完成这项工程。 
 
 
第4学期开学 

● 此项工作应该在第四学期开学之前完成。但是，如果出于某种原因不能按期完成的话，我

们将在假期的第二周发通知提供信息。 
 
进行这种翻新工作学校将会受到影响，我们请家长和社区在这些时间范围内尽可能多地体谅。 
 
如果您对此项工作以及对您的孩子上学有任何疑问，请随时与我联系以寻求澄清和解决方案。 
 
 
亲切的问候， 
校长 Paul Hoffman 
保罗·霍夫曼 
 
 
 
 
 
 
 
 
 
 
 
 
 

 



 
 
친애하는 부모님 및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는 오늘부터 Aotearoa Walkway 입구의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려 드리게되어 
기쁩니다. 이 공사과정은 완료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길을 
멋지게 개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공사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과 그외 해당 입구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드릴것을 예상합니다. 귀하의 자녀 및 / 또는 가족이 Aotearoa 교차로 또는 'Kiss and Wave'(입구에서 
인사)및 학교 출입구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 공사가 다음 주 동안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 월 14 일 월요일 ~ 9 월 18 일 금요일)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시 오전 8 시부 터 오전 9시 15 분까지, 학교 하교시 오후 2시 45 분부터 오후 3시 30 
분까지 (평상시처럼) 입구길(Aotearoa walkway)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을 사용하는 다른 그룹 (예 : 도보 통학 버스, 도로 순찰 학생, 키스 및 
웨이브 사용)은 이번 주 동안 그대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오전 9시 30 분부터 오후 2시 45 분까지는 작업자가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보도는 모든 보행자에게서 폐쇄됩니다. Aotearoa Kiss and Wave는 또한 현재 주차 된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오전 9시 30 분에서 오후 2시 45 분 사이에 학교를 방문하시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할 일이 있으신 
경우  (Clematis)클레마티스 입구를 이용해주십시오. 
 
다음 주 (9 월 19 일 토요일 ~ 9 월 25 일 금요일) 
*Aotearoa Walkway는 이번 주에 폐쇄 될 예정입니다.이 기간 동안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산책로에서 진행될 작업은 방과 전과 방과 후를 포함하여 학교에 접근하기 위해 산책로를 
완전히 폐쇄해야합니다. 
 
*이길은 학교로 걸어갈수 있는 주요 길이므로 이 경로를 사용하는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들의 현장 방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워킹 스쿨 버스 : 아이들은 여전히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클레 마티스 입구까지 조금 더 걸어 
가야합니다. 

 
2)  도로 순찰 : 방과 후 도로 순찰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코너를 돌아서  클레 마티스 입구까지 
조금 더 걸어 가야합니다. 
 
3)  Kiss and Wave : Aotearoa Kiss and Wave를 사용하여 자녀를 CAN에서 떨어 뜨리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자녀를 내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면 아이들은 모퉁이를 돌아 클레 마티스 
입구로 걸어 가야합니다. 
 
4) 'Walking Helpers'로 사용되는 시니어 스쿨 학생들 : 아침에 Aotearoa Walkway 입구에 5-6 학년 
학생들이 배치되어 클레 마티스 입구까지 걸어 다니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Ruru 
Block Shelter 아래에서 오후 3시에 벨이 울리는 동안 학생들을 만나 예정된 픽업을 위해 Aotearoa 'Kiss 
and Wave'로 돌아갑니다. 
 
5) 연습 제안 : 자녀가 매일 Aotearoa Walkway에 접근하는 경우, 입구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잠시 
시간을내어 클레 마티스 입구 사용 방법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9 월 26 일 (토) ~ 10 월 11 일 (일)) 
*이 공사 완료를 위해 Aotearoa Walkway 입구가 완전히 폐쇄됩니다. 
 
 
4 학기 시작 
*이 공사작업은 4 학기 시작 시간에 맞춰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렇지 못할 경우 
방학중 둘째 주에 업데이트한 내용을 학교통신문을 통해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콤뮤니티에서 이러한 성격의 길 개조공사와 이것이 우리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대한 궁금하신점이나 우려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호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