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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창의성, 실천덕목–용기
 쌀쌀해진 날씨에 적합한 따뜻한 외투를 입혀 주시고,
이름 표시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실천덕목으로 용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
니다; 정직해지고, 바른 일을 하고, 때로는 타인에 대
해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용기 등등. 부모님의 개인
적인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아이와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TIS 도서관의 카다로그를 이용하시면 아이들의 읽기
실력 또는 ZPD(AR 프로그램 기준 레벨)에 맞는 책들
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된
다음 주소를 따라 가시면 이용 방법이 게시되어 있
습니다. http://library.tedais.org/ 도움이 필요하시
면, 도서관 사서 Mr. Ricky 또는 리딩 스페셜리스트
Ms. Kimberly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웰링턴 수영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
생들을 축하합니다. May(5학년),Fiona(5학년),Maya
(5학년),Allison(5학년),Jeffrey(5학년),Betsy(4학
년),Maria(4학년),Sun(3학년)학생이 14경기에 10경
기에서 우승하였습니다. Sun(3학년)학생은 자유영
과 평영에서 준우승을; Betsy(4학년)학생은 자유영,
배영, 평영, 접영 4종목에서 우승을; Fiona(5학년)
학생은 자유영에서 우승을;May(5학년)학생은 자유
영, 배영, 평영에서 우승을; Betsy(4학년),May(5학
년),Allison(5학년),Fiona(5학년)학생이 자유영 릴레
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에 성
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1일 화요일 8:15-9:00am에 캐나다 Carleton
University에서 입학 홍보를 위해 방문합니다. 장소는
컨퍼런스 룸이며 12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
야 하고, 타학년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이번 학년도(2018년 5/7-5/18)에 AP 시험을 치를 학
생들은 과목당 128$(852RMB)를 2018년 1월 5일까지
중국 원화로 행정부 건물 1층에 있는 재무과에 납부하
기 바랍니다. AP 시험 비용은 미입시위원회에서 부과
하는 것으로 TIS와 관계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CA 학생들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당번을 서는 날
방과후에 실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보모가 가까이서 지켜봐 주셔야 하며 이용 규칙
을 따라야 합니다: 음식 또는 음료수 반입이 불가하며
볼풀의 공은 두고 나와야 하고, 놀이를 마친 후에 뒷정
리를 해야 합니다.
 11월 9일 목요일은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날로
수업이 없으며 금요일부터 긴 주말이 이어지게 됩니
다. 11월 13일 월요일부터 정상수업 합니다.
11월 15-17일 학부모-교사 면담이 있습니다. .
 11월 15-16일 – 오전 수업: 영아부 11:30 하교(점
심시간 없음); PK 12:30 하교.
 11월 17일 금요일 – ECA 수업 없음.
 기억해 두실 일정: 11월 25일 -TIS 가을 축제 / 크래
프트 페어

 기억해 두실 일정들:
 11월 9일 목요일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 없음
 가을 음악회 오디션-11월 17일 금요일 3:15pm 행
정부 건물 뮤직 아뜨리움. 가을 음악회-11월 23일
목요일 6pm, 오디션 장소와 동일

“세계는 하나 One World” 미술 전시회

 날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11월 30일 목요일 (개
막식 행사 11월 20일 월요일 5-6pm)
 장소: 테다 공립 도서관 5층 갤러리
 시간: 갤러리 개방 9am-5pm

 11월 23일 목요일 6:00pm에 뮤직 아뜨리움에서 있
을 가을 음악회에 TIS 커뮤니티 모든 분들을 초대합
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에 다양한 게임들과 선물
이 준비되는 TIS 가을 페스티벌이 11am-2pm에 체
육관에서, PFA에서 주관하는 크래프트 페어 및 거라
지 세일이 11am-4pm에 각각 까페테리아와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PFA에서 홈 베이
킹 및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TIS 스탭들이 햄버
거와 핫도그 BBQ를 판매합니다. 주변 이웃 및 친구
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의도: TIS에는 여러 다양한 나라들과 문화를 대표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교 교육 중
에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지구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더 평화롭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이러한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여러 과제들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참가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의 세상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각 학년
별로 선별된 작품들이 전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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