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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글로벌 시민의식, 실천덕목 – 봉사
 팀별 스펠링 외우기(Spelling Bee) 대회가 5월 28일 월요
일(종일)부터, 29일 화요일(종일), 30일 수요일(9:059:55;10:15-11:00)에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서 있겠습니
다. 유치부 스펠링 외우기 대회는 5월 31일 목요일(9:05
-9:55, 10:15-11:00 준결승전; 12:35-13:20 결승전)에
따로 진행 합니다. 5월 31일 목요일 2:10-3:00pm에 있
을 초등부 조회 시간에 우승팀 발표와 시상이 있겠습니
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이 AR 리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분기에 목표를 달
성한 학생들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준비됩니다. 전체 학
생 100%가 모두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책읽기를
즐거워 하는 학생들이 높은 학습 결과를 보입니다! 자녀
에게 독서할 것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1-5학년 학생들이 MAP 테스트를 마치게 됩
니다. 6월에 학기말 성적표와 함께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26일 오
후에 전체 학생들의 학년말 공연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
심히 연습하고 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몇 차례 리
허설을 진행하려 합니다. 위챗을 통해 리허설 일정을 알
려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픽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녀의 담임교사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터 데이가 6월 1일 어린이 날인 금요일 오전에 있겠습
니다. 활동 중에 아이들은 1층 화장실 사용을 제외하고
교실 건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활동은 8:30부터 시작
되어 11:15까지 사용가능하며 11:30까지 남아서 놀다가
귀가할 수 있습니다. 위챗을 통해 준비물에 관해 안내 드
리겠사오며, 부모님께서 참석하지 어려우신 경우, 한 분
이상의 다른 성인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일정: PFA 가족 피크닉 – 6월 2일 토요일

 곧 기말고사 기간 입니다.(12학년: 5월31-6월1일; 6-11
학년: 6월7-8일) 학생들은 지금부터 성실하게 시험을 준
비해야 겠습니다. 과목별 시험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6월 7-8일 오전에 기말
고사를 치르고 1:00pm에 하교 합니다.

 PFA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거라지 세일에 관한
안내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께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물건들이 있으시면
먼저 자리를 예약하여(30 RMB) 주시고, 판매할 물
건이 없으시더라도 관심가는 물건들이나 책 등이
있는 지 편하게 구경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부 사항은 위챗 아이디sanneaaby로 문의 바람) 학
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17일 목요일 8:15-9:30am & 2:00-4:30pm
(초등부 액티비티 룸)
 5월 18일 금요일 8:15-9:30am(초등부 액티비티
룸); 2:00-5:00pm(까페테리아)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26
일 오후에 TIS 공연 예술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뮤지컬(Echoes of a Musical Journey)이 학년말
공연에 올려집니다. 이번 공연은 두 파트로 나뉘어
앞부분에서는 주인공 어린 Melody가 초등부 학생
들과 공연을 펼치고, 후반부에서는 십대로 성장한
주인공이 부모를 애타게 찾는 과정을 중고등부 학
생들과 공연하게 됩니다. 공연은 2:30pm에 시작되
며(후반부는 약 4:00pm부터) 장소는 르네상스 호
텔 컨벤션 센터입니다. 모든 학부모 여러분과 커뮤
니티 멤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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