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a International School
www.tedais.org - 2018년 12월 12일

ESLR - 의사소통, 실천덕목 – 정중함

 다음 주 12월 17-20일에 클럽 활동이 없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오후 픽업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목요일은 2분기 마지막 수업일로 학생들은
12:00pm에 하교 합니다. 성적표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점프로프JR 학부모 포털 사이트가 12월 20일에 오픈 됩
니다. 2분기 면담은 요청에 의한 경우에만 있으며 자녀
의 담임교사와 면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이번 주중에 시
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3분기 행사 및 클럽활동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겨울 방학은 12월 21일부터 1월 6일까지이며 1월 7일부
터 정상수업이 재개됩니다.

 겨울 의류에 이름 표시하기: 장갑, 목도리, 모자, 스웨
터, 외투 등의 안쪽에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면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류 아이템은 수월하게
입고 벗을 수 있어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입혀 주
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지나치게 추운 날인
경우에는 실내 놀이 시설을 이용하지만 거의 매일 아이
들은 야외에서 놀이를 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적절한 의
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주요 일정:
 12월 19일 - 성적표 배부
 12월 20일 - ECA 수업 없음,
요청에 의한 학부모 면담

 12월 18-19일
 12월 20일
 12월 20일










12월 21-1월 6일
1월 7일
1월 9일
1월 14-25일
1월 28-2월1일
2월 2-17일
2월 18일
3월 6일
3월 9일

중고등부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마지막 날
12시 하교
(ECA 수업 없음)
겨울 방학
2학기 첫 수업일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초등부 MAP 테스트
중국 문화 주간
구정 연휴
개학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SAT I

 12월 18일 화요일과 19일 수요일은 1학기 기말고
사 기간이며, 중고등부(6-12학년) 학생들은 오전
에 시험을 마치고 1:00pm에 하교합니다.
 2019년도 예비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입
학 지원을 위한 지원서와 신청비 및 요구되는 모든
기타 서류들이 마감일 이전 날짜로 우체국 소인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증명
서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적어도 해당 학교의 원
서 마감일 2주 전까지 상담 교사에게 제출하기 바
랍니다.
 3월 SAT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월 8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상담실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6666)
 축하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ISCOT 농구 토
너먼트에서 고등부 남자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
으며, 같은 날 여자 배구팀이 ISCOT 경기에서 1위
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스포츠맨 쉽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Comets 멤버
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8학년 Ng Zijian(Kent) 학생이 2018
천진 초등 및 중학교 배드민턴 토너먼트에 참가하
였습니다. 7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이틀
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기 끝에 준결승까지 진출한
Kent 학생은 아쉽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
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1일 금요일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1
월 7일 월요일에 개학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3월 14-17일

북경 모의 유엔회의
(MUN@ISB)










3분기 마지막 수업일
인터내셔널 데이
AP 모의고사 I
봄 방학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3월
3월
3월
3월
4월

22일
27일
28-29일
30-4월 7일
10일

4월 18-19일
4월 29-5월 1일
5월 4일

AP 모의고사 II
노동절 연휴
SAT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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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