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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창의성, 실천덕목–용기
 학부모 워크샵 (컨퍼런스룸) 일정: 학부모 교육 토론 워크샵 12
월 5일 화요일 2pm, Ms. SuJin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TIS 가을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로 행사
를 즐겼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 입니다. 아이들이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랍니다. 각 교실마다 손소독제를
두고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
이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천진 TIS에서 열린 탁구 토너먼트에
Bobby(3학년), Alex(3학년), Jason(4학년), Jun Ting(4학년),
Jack(5학년), William(5학년), Mary(5학년)학생이 출전하였습니
다. 출전자마다 6게임씩을 치렀고 Jason(4학년)학생이 우승을,
Bobby(3학년), Jun Ting(4학년), Jack(5학년)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두실 행사 일정:
 11월 유치부-5학년 조회 - 11월 30일 목요일 2:15 pm, 초등
부 액티비티 룸, 5학년 진행
 어휘 퍼레이드-12월 11일 월요일 2:05pm, 행정부 건물 2층
도서관 옆 복도.
 TIS 갓 탤런트 공연-12월 14일 목요일 1:30pm. 모든 학부모
님들을 환영합니다!
 2학기 성적표 배부-12월 15일 금요일. 학생들은 오전 수업후
12pm에 하교합니다. 오후에는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학부모
님들과 면담이 있으며, 해당 부모님들께는 담임교사들이 면담
일정을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토요일 가을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
립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 바랍니다!
 이제 곧 12월 입니다. 겨울이 되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PFA에서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쿠키 꾸미기 활동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수업일인 12월 15일 금요일에
ECA는 오전 수업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점심 식사 없이)
11:30am에 하교합니다. 1월 3일부터 정상 수업이 재개됩니다.

12월 12일과 13일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입니다. 중고등부(6-12
학년) 학생들은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마치고 1:00pm에
하교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곧 학교 홈페이지에서 과목별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방
과 후에 교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TIS 가을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재밌고,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는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여
러 가지 게임들과 활동들을 위해 애쓴 스
탭들과 크레프트 페어 및 거라지 세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수고한 PFA에 감사 드
립니다.
 TIS 학부모 협회(PFA)에서 크레프트 페어
와 거라지 세일을 위해 도움 주신 모든 학
부모님들과 교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도움과 참여가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려웠을 것
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1:30pm에 체육관에서
올해로 다섯번 째 진행되는 TIS 갓 탤런트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TIS의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님들께서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실력을 뽐낼 기회를 제공합
니다. 모든 TIS 커뮤니티 멤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TIS는 매일 측정되는 공기 오염도(AQI)에
따라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정하여
두고 따르고 있습니다. AQI가 200(ECA는
180)을 넘는 경우, 야외활동을 규제하며
모든 활동은 실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
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해 만들어진 것이며 천진과 북경의 다른
국제학교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
교에서 매일 오전 공기 오염도의 측정 기
준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http://
air.tjemc.org.cn/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TIS의 모든 교실들과 체육관에 공
기 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TIS는 공
기 오염도와 습도가 높게 측정되는 날에도
수업을 진행합니다. 공기 오염도가 높은
날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학부모님의 판단
에 따라 결정 됩니다.

 11월 20-30일
 12월 2일







미술 전시 @테다 도서관
SAT 시험 #3
(Subject Test 포함)
12월12-13일
1학기 기말고사
12월14일
TIS 갓 탤런트 공연
12월15일
중고등부 시험 리뷰
12월15일
중등부 1학기 성적표 배부
12월15일
1학기 마지막 수업
12월16-1월2일 겨울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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