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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바른 성품, 실천덕목– 존중

 전달 사항: 중국 교통법에 의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학부모 모임이 9월 8일 금요일 8:05am에 행정부
건물 2층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
Dr.Zhang이 오셔서 어린이의 시력에 관해 안내해 드리는
시간도 있으며, 8:05-8:30am 에는 1-5학년 학부모님들
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부 활동 일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족
행사를 계획하시기 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tedais.org/wp-content/uploads/2017/07/
TIS-Primary-Activities-and-Events-Calendar-20172018-2.pdf
 위챗 이용 관련: 개인적으로 자녀의 학습 진전 상황 또는
학교 생활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 숙
제장 메모 또는 면담 시간을 정하여 담임교사와 대화 나누
시기 바랍니다. 반별 단체 위챗 그룹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 위챗 그룹의 목적은 학부
모와 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에 의
한 사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00pm이후에 올리신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날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클럽 활동의 선택 및 이동 가능 기간이 지났습니
다. 클럽 활동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숙제장을 통하여 담
임교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9월 4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모든 ECA와 유치부 학생들의 체온을 점검합니다.
담임과 보조교사들이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아이의 체온이 37°이상
인 경우, 재검사를 위해 양호실로 자녀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Ms. Jenny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내선
번호 6150)
 9월 26일 화요일에 테다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연례 초등
및 중고등부 학생들의 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3-5학년 학
생들 중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9월 8일 금요일까지 체육부
부장 Ms. YuanYuan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9월 8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8-28일
9월 18-28일
9월 22일
9월 29일
9월30-10월8일

초등부 MAP테스트 #1
드레곤 데이 행사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없음)
중고등부 MAP테스트 #1
학교 앨범용 사진촬영
중고등부 운동회
기금마련 걷기 대회
국경절 및 추석 연휴

 이번 주는 1분기의 중간 시점입니다. 학부모님께
서는 파워 스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
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사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에 문제가 있으신 분께서
는 Ms. Belinda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6160)
 TIS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국 대학 입시 준
비에 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11:00-12:00pm에 행정부 건물 2층에 있는 컨퍼
런스 룸에서 진행 됩니다.
 9월 대학 홍보를 위한 방문 일정:
 Ecole Hoteliere de Lausanne (EHL)
* 9월 7일 1:30-2:15pm, 컨퍼런스 룸
 Savanah College of Arts and Design (SCAD)
* 9월 22일 12:40-1:20pm, 컨퍼런스 룸

 9월 14일은 드레곤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기 바랍니
다. 하우스별 특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교사 전문성 개발일 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없으며, 교사들은 다양한 워
크샵과 트레이닝에 참가 합니다.
 Pre-K반의 픽업 시간이 2:35-2:50pm임을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오니 픽업 하실 때 2:35pm까지는
기다려 주시고 건물 내부 및 위층에 있는
들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하
분주한
밖에서
교실로

 자원하여 도와 주시기로 한 학부모님들 덕분에 월,
수,목요일 3:00pm에 ECA 아이들을 위해 실내 놀
이터를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학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이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시설 입구에 이용규칙이 명시되어 있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
월 4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모든 ECA와 유치부
학생들의 체온을 점검합니다. 담임과 보조교사들
이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학부모님들
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아이의 체온이 37°이상인 경
우, 재검사를 위해 양호실로 자녀를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Ms. Jenny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6150)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
학교 앨범용 사진 촬영 - 9월 18-28일
기금 마련 걷기 대회 - 9월 29일
추석/국경절 연휴 – 9월 30-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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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