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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바른 성품, 실천덕목- 친절
 새로 오신 학부모님들께: 8월 25일 금요일
8:15am에 초등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모
시고 미팅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유치부 학
부모님들도 함께 초대합니다. Ms. Kimberly와
함께 자녀들의 리딩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됩니다.
 클럽 활동 후 픽업: 방과후 클럽은 4:00pm에
마치게 되오니, 시간을 지켜 자녀를 픽업해 주
시기 바랍니다. K-2학년 학생을 픽업하시는
분은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픽업 카드를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학우애를 자축하는(Celebration of Friendship)조회가 8월 31일 2:15pm에 초등부 액티
비티 룸에서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참
여를 환영합니다.
 새로운 체육복: 3-5학년 학생들은 퀵 드라이의
속건 소재로 된 새 체육복 상하의 세트(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고
가 되는 대로 구내매점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5 이상의 사이즈
만 판매되며, 사이즈가 맞는 경우 학년에 상관
없이 유치부-2학년 학생들도 입을 수 있습니
다. (비지니스 매니저 Ms. Jenny)
 TIS 패밀리 피크닉이 8월 26일 토요일에 있습
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부
사무실
ry@tedais.org

이메일 :

infoprima-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교사 만남의 밤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소중하
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영아부 보조교사로 함께 일하시
게 된 Ms. Elaine Meng을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에 TIS 패밀리 피크닉이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를 위해 준비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기
주입식 놀이기구와 간단한 물놀이 및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 됩니다. 모두 그날 뵙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
 드레곤 데이 행사 –9월 14일
 교사 전문성 개발일 –9월 15일 (수업 없음)

 지난 주 교사 만남의 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TIS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해 주
시고, 참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
려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 토요일10am-2pm에 있을 연례 TIS 패밀리 피
크닉에 모든 커뮤니티 멤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하시
는 가정에서는 점심 도시락과 돗자리를 준비하시기 바
랍니다. 학교측에서 간단한 물놀이와 공기 주입식 놀이
기구를 설치하며, PFA에서 음료수와 간식, 빙과류를 판
매합니다. 모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TIS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두 분의 학부모
대표 자리(초등부 한명, 중고등부 한명)가 공석입니다.
운영 위원회는 학교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
부에 자문단 역할을 합니다. 각 대표들은 월례 회의에
참석하고, TIS의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회의시 통역 서비스가 가능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선번호 6977로 연락하여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
 TIS 캠퍼스는 매일 오전 7:45부터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
습니다. 이시간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는 학생들은 리셉
션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활동 및 행사 일정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
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
blog.tedais.org/wp-content/uploads/2017/08/TIS Activities-and-Events-Calendar-2017-2018-0818.pdf)

 우수학생단체 NHS의 TIS지부에서 앞으로 입단하게 될
신입 학생들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우수 학생단체의
멤버십은 입단 희망 학생들의 후보 선발 과정 이후, 연례
입단식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1학년: Kim, Jung Won (Kelly)
 12학년: Li Tong (Emma); Liu Shih-Hsusan (Darren);
Sun Jian (Shaune); Wang Shu Qi (Katey)
 TIS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습에 관하여 정보
를 얻으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학생 고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파워스쿨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면, 최신 업데이트된 자녀의 과목별 점수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스쿨 로그인 과정에 문제가 있
으신 경우, Ms. Belinda에게 (내선번호 6160)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10월 SAT: 10월에 있을 SAT 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9
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담교사 Ms. Su Ji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내선번호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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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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