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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지식 추구자, 실천덕목–열정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겨울 방학 보내셨기
바랍니다. 방학을 마치고 두번 째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연휴 이전의 몇 주 동안 최대한 활
용하여 학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 및 방과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일찍 잠
자리에 들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에도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분기 클럽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며, 신청한 클럽
을 변경하시는 경우 1월 24일 이전에 Ms. Colette에
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Colette@tedais.org)
 중국어부에서는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1월 29일2월 2일 주간에 재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중국 문화주간을 준비합니다. 중국
어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 내내 다양한 활동
들이 진행되며, 2월 2일 있을 찐만두(baozi)를 만드
는 활동에 학부모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원봉사로 함께해 주실 분께서는 Mr. Gao께 알려 주
시기 바랍니다.(gao@tedais.org)
 1월 28일 일요일에 북경 Harrow 국제학교에서 국제
학교 학생들간의 펜싱 토너먼트가 개최됩니다. 세부
정보는 1월 20일 전까지 체육부 Ms. YuanYua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24일에 1-5학년 학생들과 일부 유치부 학
생들이 독해 분야의 MAP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앞으로 학생들의 리딩 그룹별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교사들의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는
경우 학부모님들께도 알려 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에도 ECA 가정들마다 만복이 깃들기
를 소원합니다! 모두 즐거운 방학 보내셨기를 바랍
니다. 새해가 되어 두번째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Nursery D반과 PK S반, PK R반에 새로 온 가
정들을 환영 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TIS 캠퍼스 내 영어 우선
사용 정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개인별 영어 실력에 차이가
있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중국 문화 주간-1월29-2월 2일
 구정 연휴 -2월 8-25일
:2월 7일 ECA 오전 수업

CIS 학부모 설문조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
들을 관심있게 듣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CIS
학부모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시면, 학교의 강점 및 개선
할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을 마치시기 까지는 약 7 –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
로 예상합니다. 학부모님 의견들이 모두 소중하므로 개
인적 의견들을 가감없이 알려 주시기 바라며, 설문조사
는 특정 학생 또는 가족에 대해 링크되지 않고 익명으로
저장됩니다. 이 설문조사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오픈
되어 있을 예정이며, 첫 화면 상단에 회색으로 표시된
Select another language 바를 클릭하시면 사용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는 경우 다음 링크를 클릭 하시기 바랍
니다:
https://survey.cois.org/s3/Parent-TedaInternational-School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 마
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12학년 학생들
과 그 가족들 축하합니다.(*표는 입학 허가와 함께 장
학금을 제안 받았음을 의미 합니다):
 In Yeram
University of Sussex (UK)
 In Yeram
University of Sheffield (UK)
 In Yeram
University of Manchester (UK)
 Jiang Zhuzhe Boston College (USA)
 Jiang ZHuz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Luo Lan
Brock University* (Canada)
 Sean Wang
Colorado State University (USA)
 Wang Shuqi
Seattle University* (USA)
 Wang Shuqi
Oregon State University (USA)
 중고등부 학생들의 연례 “Week Wtihout Walls” 수학
여행일 3월 19-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
년도의 수학 여행지는 학년별로 정주(鄭州)의 소림사
(6-8학년), 양삭(阳朔)(9-10학년), 성도(成都)(1112학년) 입니다. 세 여행지 모두 학생들의 기억에 평
생 추억으로 간직될 멋진 학습 활동들이 계획되어 있
는 곳들입니다. 발송된 학부모 안내문에 알려 드린 바
와 같이, 참가비는 1월 19일 금요일까지 TIS 재무과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일요일에 북경 Harrow 국제학교에서 국제
학교 학생들간의 펜싱 토너먼트가 개최됩니다. 세부
정보는 1월 20일 전까지 체육부 Ms. YuanYuan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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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