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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문제 해결, 실천덕목 – 끈기
 최근 두 주 동안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 중에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경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감
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집
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기 걸리기 쉬운 시즌은 어느 정도 지났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구정 연휴 보내시고 2월
26일에 뵙겠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결석을 하
게 되는 경우 초등부 사무실과 담임교사에게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ID 카드: 구정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보안상
의 이유로 학교 출입시 학부모 ID를 반드시 패용하
셔야 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리셉션
에서 사인하셔야 합니다.
 연휴 이후 2월 26일부터 방과후 클럽 활동은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
랍니다!

 벌써 구정 연휴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시
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들과 함
께 즐겁고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거나 새로운
여행지에서 신나는 모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한 모습으로 2월 26일에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TIS 2018-2019 학사 일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사
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2019 학년도
의 수업 시작일은 2018년 8월 14일 입니다.

 대학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12학년 학생들과 그 가
족들 축하합니다: (*표시는 입학 허가와 함께 장학금을
제안 받았음을 의미함)
Hu Jinyue: George Mason University (미국)*
In Yeram: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Luo La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캐나다)
Sherlly Russel Kingsley: Baylor University (미국)*
Sherlly Russel Kingsley: University of Oregon (미국)

 ECA 가정들 모두 즐겁고 안전한 구정 연휴 보내시
기를 기원합니다! 수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정상
적으로 재개됩니다.
 연휴가 지난 후에 자녀의 까페테리아 런치 카드 잔
액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학년도 말에 남아
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또는 요청에 의해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CA에서 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일정표에 추
가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된 2학기 행사 일정표는 홈
페이지 http://www.tedais.org/Our-school/schoolcalendar.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교사 전문성 개발일 (PD) - 3월 12일 월요일 수
업 없음
 ECA 학부모 교사 면담 – 3월 28-30일

옷장 속에 안입는 옷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
러가지 이유로 더이상 즐겨 입지 않게 된 옷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유용하게 재활용 될 수 있습니다. TIS NHS
에서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재활용 의류를 수거
하여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리셉
션 앞쪽에 준비된 수거함에 안입는 옷들을 깨끗이 세
탁하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herlly Russel Kingsley: University of Bradford
(영국)
Sherlly Russel Kingsley: University of Greenwich
(영국)
Sherlly Russel Kingsley: University of Lakehead
(캐나다)
Sun Jian: Michigan State University (미국)
Wang Xiaofan: Queen’s University (캐나다)
Wang Xiaofan: University of Guelph (캐나다)














2월 8-25일

구정 연휴

2월 26일

수업재개

3월 5-9일

TIS 도서 판매전

3월 9-10일

ACAMIS 문화 컨벤션 (남경)

3월 10일

SAT #4 (SAT only)

3월 12일

교사 전문성 개발일 (수업 없음)

3월 15-18일

북경 모의 유엔회의

3월 19-23일

중고등부 WWW 수학여행

3월 30일

초등부 성적표 배부

3월 30일

3분기 마지막 수업

3월 30-31일
3월 31-4월8일

AP 모의고사 I
청명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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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