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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문제 해결, 실천덕목 – 끈기
 3월 16일 금요일 2:15pm에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초등
부 사무실로 모시고 자녀의 학습을 돕는 방법, 특히 1학
년으로의 진학 준비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
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분기 클럽 활동이 3월 23일에 마무리 되며, Ms. Paola
와 Ms.Colette가 4분기 클럽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SchoolsBuddy 프로그램을 통한 클럽 신청 가능 기간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월 조회는 유치부의 진행으로 3월 29일 목요일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
니다.
 3월 30일 금요일에 3분기 성적표 면담이 있습니다. 이번
면담은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자녀가 이제껏 배
우고 익힌 내용들을 알려 드릴 때, 즐겁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별 면담 시간은 담임교사를 통해 다시 알
려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초등부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초등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2학년 학생들의 수영 강습이 4월부터 시작
됩니다. 반별로 학부모 자원 봉사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Ms. Yuan
Yuan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강습 요일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CA에서는 다음 학년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동생
을 2018/2019 학년도의 어느 시점에든 입학시키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입학상담실 Ms. Hellen에게 3월
16일 까지 알려 주시면 다음 학년도를 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실에 보관하고 있는
여벌 옷들이 계절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
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방문하실 때마다 새로 발급된 학부모 ID를 패용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하교 시간 외에 자녀를
픽업하시거나, 기타 용무로 학교를 방문하시는 경우 리
셉션에서 학부모님의 방문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담임교
사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전문성 개발일—3월 12일 수업 없음
 기억해 두실 일정:
 ECA 학부모 교사 면담 – 3월 28-30일: 3월 29일 오
전 수업. 3월 30일 금요일 ECA 수업 없음
 청명절 연휴 –3월 31-4월 8일

 대학들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12학년 학생들과
그 가족들 축하합니다: (*표시는 입학 허가와 함께
장학금 제안 받았음을 의미함)
Sherlly Russel Kingsley: Queen’s University (캐
나다)*
Wang Xiaofan: Carleton University (캐나다)
Xie Yiming: University of Illiniois at UrbanaChampaign (미국)
Xie Yiming: The College of Wooster (미국)
 3월 15-18일에 MUN의 대표 학생들이 북경 ISB 국
제학교에서 열리는 제25회 북경 모의 유엔 회의
(BEIMUN)에 참가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연습해 온
대로 설득하는 토론과 외교술, 비판적 사고와 창의
적 문제해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3월 3일 토요일에 ISCOT 배드민턴 토너먼트가 웰
링턴 국제학교(중등부)와 IST(고등부)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3 경기에 참가
하였으며, 다음은 순위에 든 학생들의 명단 입니다.
Yiling Zhang 6학년 개인 2부 1위, Zhuoran Sun &
Yiling Zhang 6학년 복식 2위, Kent Ng 7학년 개
인 1부 1위, Colin(Mingi) Son 7학년 개인 2부 2위,
Kent Ng & Colin(Mingi) Son 7학년 복식 1위,
Xiuchun Zhang 8학년 개인1부 1위 ; Rebecca
Pare & Lucia(Minju) Kim(9학년) 고등2부 여자 복
식 3위, Xiaofan Wang(12학년) & Yi Zhou(10학
년) 고등1부 여자 복식 3위, Sky(Haneul) Seo &
Yegun In(9학년) 고등1부 남자 복식 2위. 모든 참
가생들과 TIS 스포츠 프로그램을 성원해 주시는 학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WWW 수학여행을 앞두고 각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여행 주관업체가 명시
한 규칙들을 따라야 하며, 프로그램 진행자 및 인솔
자의 지시와 단체행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전체
일정 중 어느 때라도 인솔자의 허락 없이 무단이탈
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즐
겁게 수학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CA에서는 다음 학년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 진
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다국제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동생을 2018/2019 학년도의 어느 시점에든
영유아부에 입학시키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입
학상담실 Ms. Hellen에게 3월 16일 금요일까지 알려
주시면 다음 학년도를 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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