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건널목과 “정지후 이동” 
지점 
머리스베이 초교에는 두 개의 횡단건널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문인 Clematis Avenue에, 다른 하나는
Aotearoa Terrace에 있습니다.  매일 오전  8.25 - 8.55
와  오후  2.55 - 3.15 교사 한분이 일주 내내 교통 정
리를 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 중 시간이 되셔서 어느날이든 30
분간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은 다음 아래 주소로 이메
일 연락을   해 주십시요 .  
office@murraysbay.school.nz 

브릿지클럽에   “주차후 이동” 
교통체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잊으세요! 

 정문 배웅을 위해 혼잡을 무릅쓰고 정문을 사용하시
는 부모님들을 위해 Lyons Ave에 위치한 브릿지 클럽
에 8.30am까지 주차하시고 등교하기를 권고합니다.  

현재 이 주차 및 등교를 위한 자원봉사자는 한분이신
대  함께 도와주실분은 다음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dearlove@slingshot.co.nz 

자세한 정보 연락처 안내: 
Auckland Transport: https://at.govt.nz/about-us/
contact-us/report-a-problem/

Murrays Bay School: office@murraysbay.school.nz

NZ Police: *555

Parent Crossing Support: office@murraysbay.school.nz

Walking School Bus: dearlove@slingshot.co.nz 

함께 걸어서 등교하는 버
스 
제 1 노선  

Knight Road와  Lyons Ave교차로에서  오전 
8시에 만난 후 학생들과 인솔자는  다음 집합 
장소인 Lyons Ave를 지나 마지막 집합장인  
Saddleback Rise 를 거쳐  Aotearoa Terrace
를 통해  등교합니다. 

제 2노선 Penzance Road교차로에서 오전 8시
에 만나  학생들과 인솔자는  다음 집합 장소
Penzance Road를 거쳐 다음 집합 장소인
Hythe Terrace와  Beach Road 를 지나  마지막 
집합장소인 Sunrise Avenue를 거쳐  Clematis 
Ave를 통해 정문으로 등교합니다. 

새로 이 버스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아래 이메 
일로  연락주세요 .   dearlove@slingshot.co.nz

Murrays 
Bay School 

We are all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ou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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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상관없이 우리는 공
동체의 안전을 위해 최선 을 

다합니다..  

제발 하지마세요…. 

¥ 학교 진입로 1미터내에는 주차하지 마세
요 (driveway). 

¥ 황단보도 6미터 내에서의 정차 및 하차시
도 . 

¥ 오전 등교 , 오후 하차시  픽업 구간내 정차
시도 (8am - 9am and 2.30pm - 3.30pm). 

¥ 인도상에 주차하거나 정차시도. 
¥ 오전 8.30 - 9 오후 2.45 - 3.30 사이에 정
문통과후 우측주행시도  

¥ 비오는 날이라고 예외일거라고 위의 행

제발 기억해 주시길… 

¥ 하차시 학생들은 인도쪽을 사용할 것. 
¥ 길을 건널시에는 늘 횡단 보도를 사용
할 것 . 

¥ 또한 멈춤과 이동 구간안에서 움직일 
것. 

¥ 항상 다른 보행자 및 운전자를 존중할 
것. 

¥ 차량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및 스쿠터
를 사용해 등교하려고 노력해 보기 . 

¥ 뉴질랜드 의 교통법규를 항상 따르고 
존중할 것 

자녀 등교시 하차  및 방과후 픽업 지점 
권고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