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ghbury 커뮤니티 하우스, 커뮤니티 탁아소,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보	

Highbury 커뮤니티 하우스의 목적은 모든 연령, 문화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한 지원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및 문화적 웰빙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1.
2.
3.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지역사회에 공헌과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개발한 재미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Highbury 공동 탁아소 내의 유치원생의 돌봄 또는 방과후 보육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보호와, 공평한 교육 기
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IGHBURY 하우스	

커뮤니티 교육 과정:	

Creative Acrylic Art (창작 아크릴 미술): 화요일 오전 9.45 ~ 11.45, 1텀에 $64이며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예
●
약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jantyler.co.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atchwork: Ann Cleary 선생님 지도, 수요일 오전 9.45 ~ 11.45, 초보자 환영, 1텀에 $64이며 커뮤니티 하우
●
스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Embroidery (자수): Kate Wilkinson 선생님 지도, 수요일 오후 12.45, 목요일 오전 9.45, 더 많은 정보는
●
www.theembroiderer.co.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broidery (자수): Shirley Pygott 선생님 지도, 금요일 오전 9.45 ~ 11.45, 1텀에 $64이며 커뮤니티 하우스
●
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Unfinished Objects Groups: 매일 오전, 커피 한잔과 함께하는 사교모임, 자수나, 스크랩, 노트북 등 하실
●
것 가져오세요. ,1텀에 $20이며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Walking Groups (걷기모임): 목, 금 오후 12.45, 한 시간 정도 걷고 이야기한 후에 후, 커피한잔, 1텀에 $20
●
이며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Highbury 하우스를 이용한 커뮤니티 모임:	

Birkenhead Garden Circle: 매월 1,3번째 월요일 오후 1시.	

●
Pilates (필라테스): 매 월요일 오후 7시	

●
After School Art Classes (방과후 미술교육): 화 목, 오후 3.30. www.eionbryant.com	

●
Overeaters Anonymous(익명의 과식자들 모임): 화, 일 오후 7시	

●
Transmission Meditation(초월 명상): 화, 목 오후 7시	

●
Flute Lessons: 2012년 시작 매 수요일 오후 4시	

●
Full Bloom Midwifery(버켄헤드 공예품시장): 클릭닉은 월, 화, 목에 열리며 더 많은 정보는
●
www.shoremidwives.co.nz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irkenhead Artisan Market: 매월 3번째 토요일, 새롭게 등록된 가판 판매자 환영, 전화 (09) 482 2273,
●
birkenheadartisanmarket@gmail.com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09) 480 5279번으로 Highbury House에 전화 주시거나 또는 평일 오전 8시 ~ 오후1시 30분
사이에 110 Hinemoa Street로 방문해주십시오. 만약 모임 참석 시간 중 돌봐야 되는 유아가 있을 시 탁아소에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탁아소는 대기자 리스트가 있으며 탁아소는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회원 분들이 우선권이 주어집니
다.	

Highbury 하우스 대여	

따뜻하게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50명까지 모임가능하며, 작은방 2개와 큰방 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그룹시작에 도움을 드리며, 1회 모임도 환영합니다.	

●
방은 주중, 오후, 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
카페, 가게, 페리선착장, 버스정류장 모두 걸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
무선인터넷, DVD, 주방, 주차 가능합니다.	

●
수시 또는 정기적인 대실 모두 1시간에 $12-$20의 저렴한 가격에 빌리실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그룹과 처음 시작하시는 작은 사업체를 특히 환영합니다.	

●
문의는 Highbury House에 전화하시거나 또는 찾아오시면 됩니다.	


HIGHBURY 커뮤니티 탁아소	

●
●
●
●

한 세션당 25명 이하로 운영하는 0-5세 전용 탁아소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자격과 경험 모두 갖춘 직원과, 부모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월-금 9:30am-12:00pm, 월, 수 12:45pm- 3:15pm, 학교학기 중	

길게는 12개월까지의 대기자 리스트에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등록을 위해 Highbury 하우스
를 방문하여 대기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Highbury 하우스에서 교육과정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권장 기부금액: 한 어린이당 $15/세션, 한 가족당 $26/세션, 계약 시 $25 (변경가능)	

탁아소 예약 조건:	

만약 여러분이 Highbury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그룹에 참여한다면	

참여하는 이 과정시간 1텀 내내 자녀의 탁아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
만약 당신의 아이가 장기 예약이 되어있으나, 사정상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탁아소비를 지불하
●
여야 합니다.	

탁아소를 가끔 이용하시는 분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 특별히 외출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즉 의사, 미용
●
사 등이 있을 시 예약 가능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세션은 참석하여야 하며, 3세션 이상을 불가합니다.	

●
오후 시간대: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시간 대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기자 리스트가 있을 수 있으니 Highbury 탁아소를
●
방문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HIGHBURY 방과후 보육시설	

St Aidans Church Hall, 97 Onewa Road, Northcote 에 위치했습니다. Northcote 초등학교와 St Mary’s 학교 전용입니다.
예약은 필수이며, 현재 대기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1. 한 어린이당 $15/일, 또는 $65/주, 한 가정의 어린이 2명당 $25/일 또는 $100/주 입니다.	

2. 세션당 3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한번에 30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3. 보호관찰, 공예활동, 좋은 장난감과 기구들, 오후 간식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2:30pm 이후, 관리자 전화번호 480 1402로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09) 480 527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ane McShane (House Mana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