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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창의성, 실천덕목–용기
 학부모 워크샵 (컨퍼런스룸) 일정:
 1. 싱가폴 수학(Singapore Math)에 관한 워크샵 11월
22일 수요일 2pm Ms. Williamson
 2. 책읽기(Reading)에 관한 워크샵 11월 28일 화요일
2pm Ms. Kimberly
 3. 학부모 교육 토론(Parent Education Discussion) 워
크샵 12월 5일 화요일 2pm Ms. SuJin
 자녀가 학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
서와 함께 양호실에 약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행사 일정:
 가을 음악회 – 11월 13일 목요일 6pm, 행정부 건물
뮤직 아뜨리움
 11월 유치부-5학년 조회 - 5학년 진행, 30일 목요일
2:15pm, 초등부 액티비티 룸
 어휘 퍼레이드-12월 11일 월요일 2:05pm, 행정부 건
물 2층.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11월 25일 토요일 11:00am부터에 연례 가을 축제 및 크
래프트 페어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석 하셔
서 교사들이 가족 모두를 위해 준비한 게임과 먹거리들
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월요일2:00-2:30pm에 유치부 진학을 앞둔
PK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ECA건물 3-402호에서 미
팅이 있습니다. 초등부 교장 Ms. Williamson께서 다음
학년도에 유치부 진학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에 관한 정보를 드릴 예정이오니 가정별로 적어도 한분
의 부모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학기 마지막 수업-12월 15일 ECA 오전 수업
 겨울 방학-12월 16-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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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전시 @테다 도서관
TIS 예술제 / 가을 콘서트
PFA 거라지 세일
TIS 가을 축제 / 크래프트 페어
PFA 거라지 세일
SAT #3 (Subject Test 포함)
1학기 기말고사
TIS 갓 탤런트 공연
중고등부 시험 리뷰
초등부 1학기 성적표 배부
1학기 마지막 수업
겨울 방학

 고등부 졸업 예정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미국
의 the Oregon State University로부터 입학 허가
를 받은 Liu, Shih-Hsuan (Darren)학생과 그 가
족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과 13일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입니
다. 중고등부(6-12학년) 학생들은 과목별로 정해
진 시간에 시험을 마치고 1:00pm에 하교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곧 학교 홈페이지에서 과목별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
말고사를 준비하며, 방과 후에 교사의 도움을 받
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에 다양한 게임들과 선
물이 준비되는 TIS 가을 페스티벌이 11am-2pm
에 체육관에서, PFA에서 주관하는 크래프트 페어
및 거라지 세일이 11am-4pm에 각각 까페테리아
와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PFA에서 홈 베이킹 및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
고, TIS 스탭들이 햄버거와 핫도그 BBQ를 판매합
니다.
 12월 14일 목요일 1:30pm에 체육관에서 올해로
다섯번째 진행되는 TIS 갓 탤런트 행사가 있을 예
정입니다. 이 공연은 TIS의 학생들, 교사들, 학부
모님들께서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실력을 뽐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TIS 커뮤니티 멤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세계는 하나 One World” 미술 전시회
 날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11월 30일
목요일
 장소: 테다 공립 도서관 5층 갤러리
 시간: 갤러리 개방 9am-5pm
 기획의도: 테다국제학교에는 다양한 나라들과
문화를 대표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으
며, 교육 중에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지
구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더 평화롭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미래
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합니
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이러한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면한 여러 과제
들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참가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세계
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각 학년 별로 선별되어 전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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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