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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Dates: 
Sept. 5th: First Day of School for Grades 1-8 : 9:00-10:00

: Parent Coffee and Tea :8:30-10:00am

Sept. 14: Meet the Staff Night 5:00-7:00pm

Sept. 15: ProD Day (No School)

Sept. 19: PAC Meeting 6:30-7:30pm

Oct. 3: PAC AGM (Annual General Meeting) 6:30-7:30pm

Oct.9: Thanksgiving (No School)

Oct. 16: Staff Appreciation Pot-luck put on by parents

Oct. 20: ProD Day (No School)

Nov. 7: PAC Meeting 6:30-7:30pm

Nov. 10: ProD Day (No School)

Nov. 13: No School (in lieu of Remembrance Day)

Dec. 1: ProD Day (No School)

Dec. 5: PAC Meeting 6:30-7:30pm

Dec. 22: Last Day of School

Dec. 25- Jan.5: Winter Break (N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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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대표 메시지

가장 먼저, NRP 가족들 다
시 만나 반갑습니다. 새롭
게 NRP의 가족이 되신 여
러분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가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
면 PAC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일년 내내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등 궁
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
게 문의해주세요. 저희는 
언제든 학부모 커뮤니티를 
위해 도움을 주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NRP는 굉장히 다양한 사
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특별
한 경험들을 커뮤니티와 함
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배움을 위한 다양
한 기회가 있을 거에요. 모
두들 무척 기대하고 있답니
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ORMA ROSE POINT 
PAC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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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PAC의 전체 스케줄은 다음의 PAC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
습니다： https://nrppac.wordpress.com

First Day of 
School Coffee/
Tea:  
학교 첫 날 오전 8:30-10:00에, 학교 메인 로비에서 PAC이 제공하는 
티와 커피를 즐기세요.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동안(오전 9:00-10:00) 
함께 어우러지며, 얘기도 나누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봐요. 
PAC 임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며 궁금증에 대해 답해드릴 것입니다

단, 자기가 사용할 컵을 가져와주세요!

Parent Information 
PACkage: 
학교 시작 후 첫 주가 끝나기 전에, PAC과 저희 프로그
램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패키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아이를 통해 가정으
로 전달되니 살펴봐주세요).

두 번째 주에는, 밴쿠버교육청(VSB)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들 중, 학
교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를 부탁 
드리는 the Direct Appeal 지원서가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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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With Us: 

Website:  https://
nrppac.wordpress.com 

Email: rosepointpac@gmail.com 

Lunch Questions?: 
rospointpaclunch@gmail.com 

https://nrppac.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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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Communication: 
NRP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들이 얼마나 바쁜지 이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께서 NRP App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답니다.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주에 일어날 활동들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미리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앱은 비상시 연락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도 이용됩니다.

For androi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ia.nrps

Fort Apple Devices:

https://itunes.apple.com/ca/app/norma-point-school/id895615029?mt=8

      PAC Communication: 
PAC에서는 학사일정 동안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
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Website: https://nrppac.wordpress.com 

      PAC Email: rosepointpac@gmail.com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PAC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
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것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PAC email과 새로
운 website 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follow” 해주세
요. 팔로우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올릴 때마다 email로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PAC의 email list에도 추가
되게 됩니다. 왜 해야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뭔가 뜻밖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학교측에서
는 NRP App을 통해 알려드리고, PAC 대표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email을 통해 내
용을 전달받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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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at NRP: 
NRP는 견과류와 유제품이 금지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모든 종류의 견과
류(땅콩,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와 액체로 되어 있거나 흘리기 쉬운 유
제품(우유나 요거트)은 절대 아이들에게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심
각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직원들의 학교 내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PAC 에서는 1주에 5일 선택적 런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
를 참조하세요). 최고의 퀄러티를 갖고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
다. 모든 음식공급자들은 BC Health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며, 모
든 음식에는 견과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NRP PAC에서는 이 프로그램
을 기금모금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액에 10%
를 더 추가하여 체육관 장비와 같은 학교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직접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부모들께서 외부 음식을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Getting to and from NRP: 
주차: 학교에는 최소의 주차공간 밖에 없습니다. 앞쪽의 주차공간은 차를 
이용해 아이들을 등교 시킬 수 밖에 없는 학부모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곳이 유일하게 운전자가 차를 떠날 수 있는 주차공간이기도 하구요. 

 꼭 기억해주세요! 주차공간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쪽의 라운드어바웃(차량 흐름이 빙 돌아가는 도로)을 사용하실 때에
는 표지판과 규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차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승차/하차만이 허용된 공간입니다.

뒤쪽에 기다리는 다른 분들을 위하여, 공간이 생길 때마다 앞쪽으로 이동
해주세요. NRP는 86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척 혼잡
할 것입니다. 이럴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도보 등교: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NRP에서는 
Walking School Bus Program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AC에서 보내는 다
른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 9월 첫째 주에 가정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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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교: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한다면, BC 법에 의해 헬멧을 반드
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또한 학교 내로 들어오기 전에 자전거나 스쿠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것
은 밖에서 놀고 있는 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당부사항입니다. 

자전거 세우는 곳은 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Primary (K-5학년 학생들)
는 학교정문의 서쪽 방향, Middle (6-8학년 학생들)은 정문의 동쪽 방향
에 있는 것을 이용해주세요.

PAC Run Lunch Program: 

핫런치 프로그램이 큰 변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메뉴주문은 아이들이 속한 
division을 알게 되면 9월 5일에 오픈될 것입니다. 9월 18일부터 배달이 이
루어지니, 그 동안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부터 좀 더 쉬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9월 5일 전에 링크와 함
께 email이 발송될 예정이며, PAC 웹사이트 내 FAQ 섹션과 ‘how to’ 섹션
에서 런치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시간 내서 확인해주세요.

몇 가지 새로운 메뉴가 생겼으니 참고해주세요. 필요에 따른 알맞은 메뉴를 
만들 수 있도록 언제든 음식에 대해 평가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PAC 런치 프로그램은 기금모금입니다. 각각의 주문 아
이템에 따라 대략 10%의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년 PAC에서는 런치프
로그램을 통해 거의 $17,000의 모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금은 학
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곳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식사에 필요한 도구(포크/숟가락/젓가
락)를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것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Direct Appeal Request: 
학교 시작 후 첫 2주 안에, PAC에서는 아이들을 통해 direct appeal 
form을 집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밴쿠버교육청(VSB)
에서 지원해주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
면 도서관 도서들, 각종 악기, 체육관 장비 등 입니다. 학교와 우리 아이들
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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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PAC 에서는 모금행사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
다. 이것이, 저희가 런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부탁
을 드리는 이유입니다(또한 매년 저희 PAC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Gaming grant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BC 정부에서 학교에 등록
하는 한 학생당 $20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께 따
로 추가 기금 모금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모아왔습
니다. 

NRP는 매우 다양한 재정 환경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금모금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20이 넘는 금액은 세
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재정적으로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urriculum at NRP: 
매년 NRP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몇 가지 혼동이 생기곤 합니다. 간단
하게 말해서, NRP는 BC에서 규정한 교육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상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BC 내 모든 학교들은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NRP의 교실 모습이 대부분의 학교와 다르거나, 교사들이 수업방
식이 다른 곳과는 달리 협동수업을 택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아이들이 1
년 간 배우게 되는 것은 BC 내의 다른 공립/사립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내
용과 같습니다. 

NRP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사실 이것은 모든 학교에 대한 선택
사항입니다). 대신에 교사들은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합니다.

PAC에서는 학교 시작 후 첫 4-6주 이내에, 학교행정부와 교사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대략적 교육과정, 각각의 학년에서 배우게 될 내용, 교육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BC교육과정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curriculum.gov.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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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brook Village Festival 

When: Saturday September 9th

Time: 11:00am - 4:00pm

Where: Wesbrook Village 

Live music, a kid's zone with kid's performers and bounce 
castles, local artisans, and our signature FREE BBQ.

 

다음은 NRP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단, 학교나 
교육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개인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업에 대해서는 PAC 웹사이트에 게시하겠습니다.

Monday:

Sea Smart 

       Time: 3:00-4:15pm

Dates: September 25-November 20 (except 
October 9)

Registration: http://seasmartschool.com/after-
school-program-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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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Pear Tree Enrichment:

Time: 3:00pm-4:30pm

Dates: September 11 - December 11

Registration: contact Paul at: paul@pear-tree.ca

Wednesday:

LEGO Robotics: 

Time: 3:15-4:45pm

Dates: Fall 2017 (8 weeks): Sept 20, 27, Oct 4, 11, 18 
(no class on Oct 25 due to early 
dismissal) Nov 1, 8, 15

Winter 2018 (8 weeks): Jan 10, 17, 24, 31, Feb 
7, 14, 21, 28

Spring 2018 (8 weeks): April 11, 18, 25, May 
2, 9, 16, 23, 30

Registration: http://daedalosacademy.com/events/
lego-robotics-trafalgar-elementary-fall-2017-8-weeks-sept-18-nov-20/

Thursday:

Young Rembrandts: 

Time:  3:15-4:15 

Dates: Fall 1 Session (6 weeks): Sep 28,Oct 5, 12, 19, 
26, Nov 2 

 Fall 2 Session (6 weeks): Nov 9, 16, 23, 30, 
Dec 7, 14 

 Winter Session (8 weeks): Jan 25, Feb 1, 8, 
15, 22, Mar 1, 8, 15 

 Spring Session (8 weeks): Apr 19, 26, May 3, 
10, 17, 24, 31, June 7 

Registration:  www.youngrembrandts.com/metro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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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Vancouver Chess School: 

Time: 3:00-4:30 Rm: Learning Commons

Dates: Fall Session (12 weeks): Sept 8 – Dec. 22 

Registration:  http://www.vanchess.ca/groups -> 
Chess in Schools > Norma Rose Point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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