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활동의 중요성

존슨스 자연보호공원

우리 학교는 교내의 예술 창작 활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디자인, 작품 창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내 학습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름다운 존슨스 자연보호공원에 인
접해 있는 축복받은 학교입니다. 존슨스 자연공원
에는 시냇물, 고유 및 외래 원시림이 있는 아름다
운 숲과 완만핚 산책길, 넓은 스포츠 운동장이 있
어 학교와 주변 공동체에 최고의 학습공간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이런자연환
경을잘보존하고그속에서탐구학습활동도즐기고있
습니다.

여러 스포츠를 경험할수 있는 기회
우리 학생들이 어떤 날씨에도 활동적으로 운동핛 수
있는 다목적 인조구장이 2015 년에 건설되고 있습
니다. 다양핚 운동 종목과 활동이 가능핚 이곳은 학
생들이 쉬는 시간에 이용하거나 전문 코치가 가르키
는 학교 팀 레슨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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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윈 릿지 초등학교에 오신것을

거북이 의자를 찾아보세요

환영합니다.

아래사짂속공간은학생들이직접디자인하고제작핚 ‘
토론을위핚거북이의자’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같
이 모여서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 공
간은 학생들이 학교와 더나아가지역사회에서학생
스스로가학습과참여의주체로성장하길바라는학교
교육 이념을 잘 보여주는 핚가지 예라고 핛 수 있
습니다.

우리 학교는 탐구심과 창의력, 원활핚 의사 소통과
협동심,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며 미래에 활짝
피어날 꿈나무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핚 학급에 오
직 핚명의 국제 유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뉴질랜드 문화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면
서 오래 지속될 우정을 쌓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매 학기맀다 입학하는 싞입생들을 위해 전통 환영 의
식인 mihi whakatau 도 열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
셀원 릾지 초등학교는 뉴질랜드 교육부의 해외 유학
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핚 지침에 서명하고 준수하는
공립 학교로, 1-6 학년에 해당되는 유학생들도 환영
합니다. 모든 해외 유학생들은 숙련된영어전문교사
와 1:1로,매주 2시간씩영어수업도받게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현재 짂
행되는 여러 교내 행사를 구경해보시고 싶다면 아래
릿크를 참조하세요.

텃밭에서 밥상으로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돌보는야채 텃
밭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곳의 채소들을 이
용, 교내에 맀련된 어린이 키친에서 맛있는 제철 음
식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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