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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비판적 사고, 실천덕목 – 자기 훈련
 이 달에는 자기 훈련(self-discipline)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
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
이들이 학교 뿐 아니라 집에서도 좀 더 책임감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FA에서 북경 가정 교육 그룹의 상무이사인 Elizabeth Sobhani를 초대하여 학부모 강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4월 26일 목요일 8:30-10:00am에 자녀의
바른 품성 교육 및 양육법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영어
와 중국어로 진행됩니다.(장소 추후 공지)
 4월 19일 목요일에 있을 봄 콘서트에 참가하고자 하
는 학생은 4월 13일 금요일 3:15-4:30pm에 행정부
건물 1층 뮤직 아뜨리움에서 오디션을 치러야 합니
다. 금요일 방과후에 클럽 활동이 있는 학생은 4월
16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오디션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 보수 공사 관계로 유치부-2학년 수영 강
습은 5월 노동절 연휴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4
월 중에는 학교 내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합니다.
 4월 11일에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ISCOT 축구 토너먼트가 5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TIS 에서는 보다 퀄리티 있는 학교 앨범 제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앨범의 우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4월 9-20일에 재무과에
180RMB에 예약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0RMB
에 판매 됩니다.

 매년 ECA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를 후원해 주는 PFA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ECA 각 학급에서는 4월 한달
동안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관계로 방과 후에 실내 놀이터를 더
이상 개방하지 않습니다. 공기 오염도가 높은 (180
이상) 날에 한하여 초등부에 재학중인 형제자매를 기
다려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3:45pm까지 개방합니다.
 다음 학년도부터 초등부로 진급하는 PK반 학생들의
유치부 진급 준비 관련 미팅이 4월 16일 월요일
2:00pm에 초등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ECA 운동회가 4월 27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학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노동절 연휴 –4월 28-5월 1일
 ECA 카니발 –5월 5일 토요일

4월 12일 목요일에 중등부(6-8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없
으며,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참석하는 교사 면담 시간이
8:00am-5:00pm에 진행됩니다. 고등부(9-12학년) 학생
들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12:00 pm에 하교 한 뒤 1:005:00pm에 학부모 교사 면담이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학
생들은 학부모님과 함께 면담에 참가해야 합니다.

 PFA 정기 월례 회의가 4월 16일 월요일 1:30-2:45pm
에 컨퍼런스룸(행정부 건물 217호)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TIS 에서는 이번 학년도에 보다 퀄리티 있는 학교 앨범
제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
교 앨범의 우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4월 9-20일에
재무과에서 180 RMB에 예약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는 200RMB에 판매 됩니다.

 4월 11일
 4월 12일























4월
4월
4월
4월
4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6월

ISCOT 합창제
중고등부 학부모 교사 면담
(중등부 8:00-17:00pm, 고등부 13:00-17:00pm)
19일
봄 음악회
20일
지구의 날
25-27일
초등부 WWW 여행
26-28일
AP 모의고사 II
28-5월1일
노동절 연휴
4일
PFA 거라지 세일
5일
SAT #5 (Subject Test 포함)
7-18일
AP 시험
14-23일
초등부 MAP #3
18일
고등부 락다운
25일
중고등부 스포츠팀 식사 모임
26일
학년말 공연
31-6월1일
12학년 마지막 시험
1일
초등부 운동회
2일
SAT 시험 #6 (Subject Test Only)
2일
PFA 가족 피크닉
2일
전체 직원 저녁식사
7-8일
2학기 기말고사
9일
고등부 포멀
11일
시험 복습
12일
ECA 및 초등부 워터 데이
13일
중고등부 시상식 조회 /
초등부 5학년진급식
13일
유치부-12학년 2학기 성적표 발송
13일
학년도 마지막 수업일
14일
졸업식
14-15일
교사 업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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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