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의 집 도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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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and October birthday celebration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지난 달은 학교 과제 완료 및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를 위한 준비로 매우 바뻤습니
다.
우리는 2016 기숙사 리더들을 위한 후보들을 받고 있으며 2015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하지만 대부분 행복한 듯합니다.

할리윈 커페 도움이들!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토요일 11월 28일부터 시범 주말 브
런치 메뉴를 시작합니다. (브런치는 아침과 점심의 조합입니다.) 서비스는 오전 11시
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서빙되는 음식은 베이컨, 해시 브라운, 계란, 토스트, 소시지,
스파게티, 과일 등이 될 것입니다. 이는 텀2 말에 잘 진행되는지 검토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또한 12월 5일 일요일부터 기숙사 바베큐 저녁(일반 뉴질랜드 여름 식사)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 리더들이 그들의 동료을 위해 바베큐 요리를 하게 됩
니다.
10월 31일에 열린 할리윈 파티는 크게 성공적이였으며 조직원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칭찬받아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유령의 집을 좋
아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관에서 오신 Mr Russell은 학생들
에게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

우리는 기숙사에 화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들이 가져온 해외 파워 박스를 모
든 방에서 제거했습니다. 모든 기숙생들은 뉴질랜드 스탠다드 파워 소스를 구입하도
록 요구됩니다. 해외 파워 박스는 그들이 크리스마스 방학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때
돌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기숙사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해 연설하고 계십니다.

장미가 피기 시작합니다

안

가든 그룹은 그들의 영역을 잘 관리해 왔으며 사랑스러운 야외 공간이 형성되어 화
장한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내: 기숙사는 크리스마스 방학을 위해 12월 22일 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모든 기숙생들은 이 날 오후 3시까지 기숙사를 떠나야
합니다. 학생들의 재입실은 2016년 1월 23일 토요일부터 환영합

새로운 계획이 기숙사에 시작됩니다. 주간 학생. 각 주간 직원들은 이 상을 위해 한
명의 학생을 선택합니다. 주간 학생은 솔선수범을 보여주며 좋은 일은 하고 다른 사
람이나 규칙에 따라 방 청소 및 관리에 뛰어난 학생입니다. 상을 받는 학생은 아본데
일에 있는 커피클럽 바우처나 기숙사 관리팀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11월 2일 - Son Ngo은 할리윈 식사와 함께 취사 팀의 노력에 그의 감사를 표현했습
니다..
11월 16일 - Lana, Yating, Kevin, Kate, Summer, Tobbi, Katy, Kitty, Mia, Nhu, Ivy 그
리고 Clara는 Blockhouse Bay Primary School Diwali 축제날에 멋진 도움을 보여주
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Blockhouse Bay School 공동체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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