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a International School
www.tedais.org - 2017년 9월 13일

ESLR-바른 성품, 실천덕목–존중
 초등부 학생들의 하절기 교복 샘플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
www.tedais.org/programs/primary-school/studentuniform.html
 학부모님들을 위한 워크샵 일정:
Ms. Williamson과 함께하는 1-5학년 성적 평가 및 성
적표(MAP 테스트 성적표와 학교 성적표) 안내, 9월 22
일 금요일 8:10am.
Ms. Su Jin과 함께 하는 학부모 교육 토론 모임, 10월
20일 금요일 8:10am.
Ms. Kimberly와 함께하는 자녀의 독서를 돕는 방법
(유치부-2학년) 안내, 10월 27일 금요일 8:10am.
 9월 27일 수요일에 IST에서 2017-2018 ISCOT 크로스
컨트리 대회가 있어, 1-2학년 방과후 크로스 컨트리 클
럽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3-5학년 학생들 중 참가를 희
망하는 학생들은 9월 20일 수요일 4pm까지 체육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Ms. YuanYuan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치부 학부모님: 까페테리아에서 유치부학생들에게는
점심 식사 양을 조금 적게 배식합니다. 원하는 경우 추
가 요금 없이 음식을 더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음식 섭취가 늘고, 음식물 쓰레기는 줄
일 수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에 드레곤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기 바랍니다. 하
우스별 특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교사 전문성 개발일 입니다. 학생들
을 위한 수업은 없으며, 교사들은 다양한 워크샵과 트
레이닝에 참가 합니다.
 9월 중순 이후 두 주 동안 학교 앨범을 위한 사진 촬영
이 있습니다. 학급별 촬영 일정은 담임교사가 따로 안
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원하여 도와 주시기로 한 학부모님들 덕분에 월,수,
목요일 3:00pm에 ECA 아이들을 위해 실내 놀이터를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서는 가까이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시설
입구에 이용규칙이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영유아부에 새로 합류한 스탭을 소개 합니다. Ms. Eileen이 Nursery 보조교사로, Ms. Grace가 ECA 사무실
에서 Ms. Margie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있을 주요 일정:
기금 마련 걷기 대회 - 9월 29일
추석/국경절 연휴 – 9월 30-10월 8일

 이번 금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TIS의 모든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9월 21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의 사
진 촬영이 있습니다. 학급별 촬영 일정은 담임 교사들
을 통하여 전달되며, 학생들은 사진 촬영이 있을 때
초록색 교복 폴로 셔츠와 검정색 교복 바지 또는 교복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축구팀들이 북경으로 ISAC 경기
를 다녀왔습니다. 중등부 남자팀은 1승 2패, 중등부
여자팀은 1승 1무 1패, 고등부 남자팀과 여자팀은 모
두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나처럼 TIS 모든 팀
들이 스포츠맨쉽을 발휘하며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
다. TIS Comets 화이팅!

 이번 금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TIS의 모든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9월 29일 2:00pm에 연례 TIS 기금마련 걷기대회
(Walkathon)가 있습니다. 학부모 안내문과 약정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TIS
는 올해에도 테다 자선단체와 함께 이 행사 모금액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배분하며, 봉사 프로젝트
들을 계속해서 진행 합니다.
 초등부 May(5학년), Fiona(5학년), Betsy(4학년); 중
고등부 Kent(7학년), Ryan(7학년), Billy(9학년)학생
들 축하합니다. 이 학생들은 9월 9일 토요일에 테다
교육국이 주관하는 테다지역 수영대회에 출전하였습
니다. 참가 학생들은 9가지 다른 경기에 출전하여 4
경기에서 1등, 3경기에서 2등, 1경기에서 3등을 차지
하였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심가져 주시고 지
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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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곤 데이 행사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없음)
중고등부 MAP테스트 #1
학교 앨범용 사진촬영
중고등부 체육대회
기금마련 걷기 대회
국경절 및 추석 연휴
SAT #1 (Subject Test 포함)
PSAT
초등부 성적표 배부
1분기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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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