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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지식추구자, 실천덕목—열정
 환경 미화원들을 위한 보온병 구입: 4학년 May Zhang 학생이
중국 전통 종이 공예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커뮤니티 노동
자들을 도우려 합니다. 종이 공예품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13
일 금요일까지 까페테리아에서 판매됩니다.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의 12학년 졸업 예
정 학생들과 그 가정들 축하드립니다:
 Kalina Troutman
 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Newcastle University (영국)

 모든 재학생들은 국제학교의 학생으로서 수업중에 영어를 사
용할 뿐 아니라, 수업시간 이외에도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
여야 함을 상기해야 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영어
를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ng Yu (Jasmine)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장학금 제안 받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미국)

 중국어부에서는 정유년 닭띠 해를 기념하고,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6일-20일을 중국 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들을 주관합니다. 초등부 학생들은
1월 20일 금요일에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등교할 수 있으며,
12:35pm에 고등부 극장에서 중국어와 문화에 관한 컨테스트
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017년 새해에 ECA 가정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가정들과 새로 오신 가정들 모
두 환영합니다.
 1월 16-20일은 중국문화 주간입니다. 각 교실에서 진행될 다
양한 행사들에 많은 참여 바라며, 세부 사항은 각반 담임 교사
들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녀와 함께 “영어 우선”사용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캠퍼스에 들어 서면서 부터는 영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
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영어로 대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책은 ECA 학부모 학생 핸드북의
12페이지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tedais.org/
blog/ 2016/ 1 1/ 1 4/ 20 1 6 - 2 01 7-t is -parent-s tuden thandbooks/. “English in the ECA”와 “Homework and
Reading to Your Child”에 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 구정 연휴-1월 21일-2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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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 주간
SAT 시험 #4
구정 연휴
정상수업 재개
고등부 스피치 컨테스트
중등부 스피치 컨테스트
온라인 영문 도서 판매전
북경 모의 UN 회의(BEIMUN)
긴 주말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없음)
AP 모의 고사ㅣ
중고등부 수학여행
ECA 학부모 교사 면담
초등부 성적표 배부
제3분기 마지막 수업일

 연례 중고등부 수학여행(WeekWithoutWalls)
이 3월 27-3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여
행지는 학년별로 6-8학년은 절강성 모간산(莫
干山), 9-10학년은 복건성 하문(厦门), 1112학년은 해남도 산야(三亞)로 갑니다. 여행
예정지들 모두 학생들의 기억에 평생 남을 멋
진 지역들이며, 학교 밖을 벗어난 새로운 환경
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 안내문이 발송
되었사오니, 2월 10일까지 늦지 않게 TIS 재
무과(행정부 건물 1층)에 여행 경비 및 참가
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TIS 중국어부에서는 정유년 닭띠 해를 기념하고,
재학생들에게 중국 문화 체험의 기회들을 제공하
고자 1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 한 주동
안 중국 문화 주간 행사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
안 다양한 활동들이 시행되며-세부사항 하단 참
조- 1월 20일 금요일의 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은 학년별 중국어 수업 시간 중에 시행 됩니
다. 1월 20일 금요일에는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
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에 관한 재
미있는 지식들을 컨테스트 형식으로 알아보는 시
간을 가질 예정이며, 고등부 학생들은 중국어로
짧은 연극을 공연합니다.

 1월 16일 닭의 해 공예 @까페테리아
 1월 17일 닭의 해 티 아트 @까페테리아
 1월 18일 서예 @까페테리아
 1월 19일 탕후루 만들기 @까페테리아
 1월 20일 중국문화 컨테스트 / 중국어 연극
2:35-13:20pm 초등부 중국문화 컨테스트 @
고등부 극장
14:15-15:05pm 중등부 중국문화 컨테스트
@ 초등부 액티비티 룸
14:15-15:05pm 고등부 중국어 연극 @고등
부 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