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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의사소통, 실천덕목–정중함
 해피 크리스마스! 모든 가정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
께 즐거운 겨울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영
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방학 중에도 매일 책읽는
것을 포함하여, 영어를 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TIS 갓 탤런트 공연이 12월 14일 목요일 1:30pm에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2학기 성적표는 12월 15일 금요일에 배부됩니다. 학
생들은 오전 수업후 12:00pm에 하교하고,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학부모님들과 교사의 면담이 있으며, 해
당 부모님들께는 담임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 일정
을 알려 드립니다.
 3분기 클럽 활동은 1월 1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며, 1
월 3-9일에는 클럽이 없습니다.

 매년 이맘때마다 영유아부 학생들의 쿠키 꾸미기 활
동을 후원해 주는 PF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
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수업일인 12월 15일
금요일에 ECA는 오전 수업을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점
심 식사 없이) 11:30am에 하교 합니다. 1월 3일부터
정상 수업이 재개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고 즐
거운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TIS 캠퍼스 내 영어 우선 사용 정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
이지에 게시된 ECA 핸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http://blog.tedais.org/wp -content/
uploads/2017/11/ECA-Handbook-2017-20181121.pdf.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최대한 영어를 사용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중국 문화 주간-1월29-2월 2일
 구정 연휴 -2월 8-25일

1월 5일 금요일에 중고등부(6-12학년) 학생들의 성적표
가 배부되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1월 10일에 있을 면
담시간 전에 자녀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교사들과 면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직
접 연락 하시거나 1월 8,9일 중에 교장실(내선번호
69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수요일에는
학부모 교사 면담으로 인하여 6-12학년 학생들의 수업
은 없습니다.

이번 첫 학기 동안 보여 주신 학부모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참여가 필수적 입니다. 그동안 귀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
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방학기간 보내시길 바라
며,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3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4일 목요일 1:30pm에 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TIS 갓 탤런트 공연에 모든 TIS 커뮤니티 멤버분들을
초대합니다.
 2학기 첫 주간 소식지는 개학일인 1월 3일이 아닌 1
월 10일 수요일에 발간 됩니다.
 최근 테다 교육국에서 지역내 전체 학교들에 캠퍼스
안전에 관한 공문이 배부되었습니다. 공문을 통해 지
시 된 방침 중 하나는 택배/우편물에 관한 것으로, 앞
으로 개인에게 배달되는 택배/우편물은 학교 외부에
서 개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경비실내에 있는 택
배 임시보관함도 12월 말에 없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업무 관련 문서를 제외하고 어떤 것도 리셉션과 경비
실로 배달 그리고/또는 보관될 수 없습니다.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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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갓 탤런트 공연
중고등부 시험 리뷰
초등부 성적표 배부
1학기 마지막 수업
겨울 방학
개학 (2학기 시작일)
중고등부 학부모 교사 면담
(중고등부 수업 없음)
초등부 MAP#2
중국 문화 주간
구정 연휴
수업재개
ACAMIS 문화 컨벤션 (남경)
SAT #4 (SAT only)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 없음)
북경 모의 유엔회의
중고등부 WWW 수학여행
초등부 성적표 배부
3분기 마지막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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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