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ymble Public School 정보 및 소통 방법 
 

 아래의 사항들은 Pymble Public School 의 학부모와 보호자로써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중요 사항 – 대부분의 채널들은 정보를 얻기 전에 사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문의 : 

자녀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항상 먼저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은 

임의의 방문이 아닌 사전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담임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우선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학부모의 약속되지 않은 면담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 예약은 또한 

교사에게 보다 면담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학교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자녀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메모를 전하여 면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 

학교 활동 및 교내 행사 정보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  

1. 관련자(학교 사무실과 각 반 학부모 대표)들이 본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아래에 기재된  PPS 소통 채널에 사전동의 하고 가입하십시오.   

3. 당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연락망을 확인하십시오.  
 
1/ 학급 학부모 대표와 소통하기 :  

 매년 두 명의 학부모가 학급마다 자원하여 선출이 되고. 학급관련 활동들을 조직하고 편성합니다.  반 

대표 학부모들은 학급에서 담임교사와 다른 학부모들 간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Reading Group 시간표 짜기, 담임 교사를 대신하여 각종소식과 행사 알림, 학급의 친목 모임 주선) 

 만약 학급 학부모 대표( Class Rep)가 되길 원한다면, 1 학기 첫 몇 주 사이에 있을 학부모 정보의 

밤(Parent Information Night)에 참석하여 담임 교사에게 의사를 표명하십시오. 최종 학급 부모로 임명된 

후엔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학급 대표 학부모들이 당신의 연락 가능한 최신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급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실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학교 사무실에 문의 하십시오. 
 
2017 년부터, 전 학년이 각 학년별로 학교 행사와 활동들을 학급 대표들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급 대표들의 권한으로 자체로 행사와 활동들이 진행하거나 다른 학부모들의 자원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학교 연락망(School Directory) 다운 받기 : 

 학교 연락망은 각 학급의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와 보호자, 학교 행정 직원들, 학부모회(P&C) 

대표들의 연락처를 담고 있는 문서 입니다. 학교 웹싸이트(http://www.pymble-p.schools.nsw.edu.au)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고, 연락망이 완성되면 학급 대표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3/ 학교 신문  Myalla 구독하기 : 

이메일로 학교에서 발행하는 Myalla(학교 신문)는 이전 주에 있었던 교내 소식이나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행사와 일정을 알려줍니다. pymblepsnewsletter@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 Myalla 신청을 요청하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2017 년 1 학기부터 Myalla 는 2 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4/ 스쿨 스트림 (School Stream) 앱 다운 받기: (모바일 앱 으로 자세한 사항은 

www.schoolstream.com.au/download 을 참조하십시오)  
 

스쿨 스트림은 각종 행사 알림 및 중요한 일정을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며, 무료 앱 다운 받기는 

아래를 참조 하십시오. :   
 

 본인의 스마트 폰에 따라 앱 스토어(App Store: iPhone/iPad) 또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 

Android)로 가서, School Stream 을 찾아 다운 받으십시오. 

http://www.pymble-p.schools.nsw.edu.au/
mailto:pymblepsnewsletter@gmail.com
http://www.schoolstream.com.au/download


알림 모드(Push Notifications)에 “동의(Agree)”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School Stream 설치가 끝났으면, 앱을 열고 학교 이름 Pymble Public School 을 찾아 선택하십시오.    
 
5/ Facebook  “Pymble Public School Parents” 에 등록하기 : 

 교내 학부모들을 위해 엄격하게 비공개로 운영되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언제든지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듣기에 아주 유용한 싸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3 학년 Excursion 버스가 몇 시에 떠날까요? 등) 

Facebook 에서 그룹을 찾아 등록 요청을 보내신 후에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시 문제가 있으면 싸이트를 

운영하는 학부모회 연락 담당자(Parents Liaison Officer)에게 연락하십시오.    

 
6/ PPS 웹싸이트 보기 : 

 학교에 관한 일반 정보는 학교 웹싸이트(www.pymble-p.schools.nsw.edu.au)를 확인하십시오. “For 

Parents” 메뉴에는 학부모회 (Parents & Citizens : P&C)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 구매, 중고 교복구매, 기금 마련 행사, 자원 봉사 기회 등등) 
 
7/ 자녀가 가져오는 모든 알림(notes) 읽기 :  

 자녀들을 통해 보내지는 알림(notes)과 허가 동의서(Permission slips)들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간혹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 고학년 자녀에게만 알림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 한 명 당 

각각의 알림이 주어집니다.   
  
8/각종  학부모 정보의 밤(information Evenings)과 학부모 교사 인터뷰  

 중요한 주제나 행사 (매 년 첫 학기에 열리는 각 학년별 학부모 정보의 밤, 5 &6 학년 학교 캠프 등)에 

대한 정보의 밤(Information Evenings)이 연 중에 열리며, 학부모 교사 인터뷰 또한 일년 중에 있습니다.    

 
9/ 학부모회 연락 담당자 (Parents Liaison Officer)와 연락하기 : 

  학부모회 연락 담당자는 학교, 교사들 그리고 각 학급 학부모 대표들 사이의 의사 소통을 조율하며 

다양한 환경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일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EALD Liaison Officer와 연락하기 :  

 “EALD: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사용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담당자들로, 특별히 북경어 또는 광동어와 한국어 사용자들은 해당 EALD 연락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북경어, 광동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가정은 학교 사무실로 연락 하십시오.    
 
10/ 학부모회 대표들 알기 (Parents & Citizens Association : P& C) 

 학부모회 대표들은 학교 공동체로부터 자원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모, 교사, 사회 공동체 

그리고 학생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유익을 위한 학교의 주요 행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예, 중고 유니폼 샾 운영 등) 언제든지 학부모회에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PPS 에서 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For Parents”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P & C 담당자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For Parents> P&C 를 참조하십시오) : 

 President (회장) 

 Treasurer (회계) 

 Secretary (총무) 

 Parent Liaison (학부모 연락 담당) 

 EALD Liaison/s (외국어 연락 담당): (북경어, 광동어) / (한국어)  

 Social & Fundraising (친목 & 기금 마련 행사) 

 Uniform (교복 ) 

 2nd Hand Uniform (중고 교복) 

 Grounds & Facilities (구내 시설)  

http://www.pymble-p.schools.nsw.edu.au/


 Policy, Planning & School Self Evaluation (교칙, 계획 및 학교 자체 평가) 

 Instrumental Program (음악 프로그램) 

 Promotions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