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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바른 성품, 실천덕목- 친절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가정들과 새로 오신 가정들 모두 환
영합니다! 즐거운 여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새 학년도에 귀
자녀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협력해 나아갈 시간들을 기대합
니다.- Ms. Williamson 초등부 교장
 이번 학년도부터 초등부에 부임하시게된 신입 교사분들을 환
영합니다: Mrs. Diane Warren, Mrs. Tracy Wallace (유치
부), Ms. Claudette De Angelo (3학년), Mrs. Bobbie
Scranton (5학년), Mrs. Victoria Leith (음악), Mr. Jeff
Scranton (학습 지원), Mr. Ricardo Cruz (사서).
 초등부 교사들은 8월 9일 수요일 8:00am에 정문 앞 운동장
에서 아이들과 첫만남을 가지게 되며, 학부모 여러분들도 함
께 교실로 이동하셔서 간단히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첫번
째 반별 안내문은 화요일 오후에 댁으로 발송됩니다.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위한 첫 미팅이 8월 9일 수요일
8:30am에 교장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2:15pm에 초등부 액티비티 룸(B건물 1층)
에서 새학년도 시작을 알리는 조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
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8월 17일에 있을 교사와의 만남의 밤 행사와 8월 26일에 있
을 TIS 패밀리 피크닉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다
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5학년 수영 강습이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방과후 클럽 활
동은 8월 21일 주에 시작됩니다. 이 활동들 외에도 이번 학년
도에 있을 여러 다른 활동들을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기타 의문 사항이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초등부 사무실
로 이메일 infoprimary@tedais.org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가정들 모두 반갑습니다. 새로 오
신 가정들도 환영 합니다! ECA의 수업은 8월 9일 수요일
8:05am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8:00am
종이 울린 후에 ECA 건물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수업
일에는 전체 ECA 학생들이 점심 시간 없이 11:00am에 하교
하며, 오전 간식은 제공 됩니다.
 새로 부임하게 된 두 명의 교사를 소개합니다. Ms. Elsa Xu
는 PK L반 중국인 교사이며, 구내매점에서 근무하던 Ms.
Sissi가 영아반 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ECA 교장 비서가
잠시 공석인 관계로 당분간 모든 관련 업무는 직접 Ms. Margie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A 사무실에서 모든 가정들에 개학 후 첫 주 수업에 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직 이메일을 받지 못
하셨거나, 등록해 두신 이메일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이메일
을 받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margie@tedais.org로 Ms. Margie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이메일로 설문지
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 설문지는 프린트하여 작성하신 뒤
잊지 마시고 개학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 교사와의 만남의 밤-8월 17일; TIS
패밀리 피크닉-8월26일

안녕하십니까! 테다국제학교 커뮤니티의 일원으
로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새학년도를
시작하며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전체 교사들과
스탭들은 이미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히 업
무에 임하는 중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학교의 각 관련 부서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S는 2017-2018 학년도부터 중고등부에서 수
고해 주실 신입 교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
합니다: Mr. John Hallissey (영어), Ms. Dina
Tagaeva (과학); Mr. Kelly Dougherty (수학);
Ms. Kellys Amaya (스페인어); Mr. Michael
Wallace (ELC), Mr. Ricardo Cruz (사서).
 모든 중고등부(6-12학년) 학생들은 첫 수업일
인 8월 9일 수요일 8:00am에 체육관 1층에 있
는 까페테리아로 모여 짧은 조회시간을 갖습니
다. 이시간에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신입 교사들
을 소개합니다.
 수업은 매일 8:00am에 시작하여 3:05pm에 마
칩니다. 테다 내에서 스쿨버스 서비스를 이용하
실 학부모님들께서는 교통과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행정부 건물 3층, 내선번호 220).
 10월 SAT: 10월에 있을 SAT 시험에 응시할 학
생들은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교사 Ms. Su
Ji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6666)

 8월 9일
 8월 10일
 8월 17일

수업 시작일
유치부-5학년 첫 조회
교사와의 만남의 밤
/ 연례 학부모 회의
 8월 26일
TIS 패밀리 피크닉
 9월 1-8일
초등부 MAP테스트 #1
 9월 14일
드레곤 데이 행사
 9월 15일
교사 전문성 개발일(수업없음)
 9월 18-28일
중고등부 MAP테스트 #1
 9월 18-28일
학교 앨범용 사진촬영
 9월 22일
중고등부 운동회
 9월 29일
기금마련 걷기 대회
 9월30-10월8일 국경절 및 추석 연휴
 10월 7일
SAT #1
(SAT Subject Tests 포함)
 10월 11일
PSAT
 10월 13일
초등부 성적표 배부
 10월 13일
제1분기 마지막 수업일

학 업, 리 더 십, 성 품 및 봉 사 정 신 을 개 발 하 는 다 면 적 프 로 그 램 을 통 해
문 화 적 다 양 성 을 가 진 공 동 체 안 에 서 글 로 벌 시 민 들 을 양 성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