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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바른 성품, 실천덕목 – 책임감

 1분기 방과후 클럽 활동은 10월 12일 금요일에 마치며 2분
기 활동은 10월 24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 학부모님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
신 경우, 입학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테다국제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
각합니다. 자녀에게 새로운 알러지가 생긴 경우, 초등부 사
무실 또는 양호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월 26일 금요일에 1분기
성적표가 배부되며, 학부모 교사 면담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입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복장으로 꾸
며 입고 점심시간에 있을 퍼레이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할로윈 트릭 오어 트릿: 10월 31일 수요일에 할로윈 트릭
오어 트릿 활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복장을 하고
등교할 수 있으나, 걷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 칼이나 총 등의 소품은 보내
지 말아 주세요!
 하우스 티셔츠: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
모든 영유아부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주요 일정:
 10월 10일-교사 연수일:오전 수업 후 하교: PK2/3
11:30am, PK4 11:45am
 10월 26일-학부모 교사 면담:수업 없음
 10월 31일-할로윈 트릭 오어 트릿: 자유복장으로 꾸며
입고 등교 합니다!

 공연 예술부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11월 15일
목요일에 본교 뮤직 아뜨리움에서 가을 콘서트가 있습니
다. 같은 장소에서 11월 9일 금요일 3:15pm에 참가를 희
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디션이 있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에 TIS PFA 영어 강습이 지난 학년도와
같이 두 개의 레벨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
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메일 pfa@tedais.org로 알려 주시
기 바라며 세부 사항은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8:10-9:10am
8:10-9:10am
8:10-9:10am

초급반
초급반
중고급반

 대학교 방문 안내:
호주 뉴캐슬 대학교 University of Newcastle:
12학년 학생들 참석 요망
날짜: 10월 11일 목요일
시간: 9:30-10:00am
장소: 로프트(Loft) 행정부 건물 3층 314호
홍콩 폴리텍 대학교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관심있는 모든 학생들의 참여 환영
날짜: 10월 12일 금요일
시간: 8:30-9:00am
장소: 로프트(Loft) 행정부 건물 3층 314호
홍콩 성시대학교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12학년 학생들 참석 요망
날짜: 10월 16일 화요일
시간: 12:50-1:20pm
장소: 로프트(Loft) 행정부 건물 3층 314호
 10월 19일 금요일은 1분기 마지막 수업일입니
다. 중고등부(6-12학년) 학생들의 성적표는 10
월 23일에 배부되며, 10월 26일 금요일 8:00
am-5:00pm에 학부모 교사 면담이 있겠습니
다. 면담일에 중고등부 수업이 없으므로, 학생
들이 면담 시간에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면
담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당 교사에
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중고등부 사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6999)
 12월 SAT: 12월 1일에 있을 SAT의 온라인 신
청 마감일은 11월 2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를 원하시면 상담실 Ms. Su Jin께 문의(내선번
호 6666)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9일
11월 3일
11월 7일
11월 23일
12월 1일
12월 1일
12월 1일
12월 5일
12월 18-19일
12월 20일
12월 20일
12월 21-1월 6일

PSAT 테스트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1분기 마지막 수업
SAT II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TIS 국제 감사절 휴일
가을 축제 & 크래프트 페어
TIS 미술 전시회
SAT I & II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중고등부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마지막 날
12시 하교 (ECA 없음)
겨울 방학

TIS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이며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목표, 실생활에의 적용,
리더쉽 발휘 기회, 바른성품 함양,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기회들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잠재 능력들이 발현되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