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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의사소통, 실천덕목 – 정중함

 내일 12월 20일 목요일은 2분기 마지막 수업일로 학생
들은 12:00pm에 하교합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학생들이 언어 발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무척 고무적으로 여겨집니다. 언어 학습은 매일 반복되
는 연습이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영어에 노
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방학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특별한 시간 보내시
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방학 보내시고 개학일인 1월 7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3분기 방과 후 클럽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되었사오니
확인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월요일부
터 3분기 클럽 활동이 시작됩니다.

 쿠키 데코: 아이들이 쿠키 데코레이션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후원한 PFA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겨울 방학: 영유아부의 겨울 방학은 12월 19일 수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
께 멋진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새해에 다시 만날 시
간을 기대합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8:00am부터
정상 수업이 재개됩니다.
 참고하실 주요 일정:
 12월 19일 - ECA 방학일. PK3,4성적표 배부
 12월 20일 - ECA 수업 없음,
요청에 의한 학부모 면담
 12월 21 - 1월 6일 -겨울 방학
 1월 7일 - 2학기 첫 수업일
 1월 9일 - 교사 연수일: 오전 수업 PK2/3 11:30am
하교, PK4 11:45am 하교

 1학기 성적표는 1월 10일 목요일에 학생들에게 배부되
며, 학부모 면담은 요청에 의한 경우에만 진행될 예정
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주저 마시
고 중고등부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직통전화
6622-6298)
 3월 SAT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월 8일까지 온라
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상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6666)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습
과 성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셨음을 압니다. 학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재충전
의 시간 보내시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1월 7일 월요
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빈하이 신구 교육국의 요청으로 아래의 음식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학교 커뮤니티 멤버들과 공유하고
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몸에
해로운 정크 푸드 또는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들을 통
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안전하지 않은 음식의 섭취
를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는 전반적
인 식품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언제나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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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7일
28-29일
30-4월 7일
10일
18-19일
29-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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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모의 유엔회의
(BEIMUN @ISB)
3분기 마지막 수업일
인터내셔널 데이
AP 모의고사 I
봄 방학
교사 연수일(12시 하교)
AP 모의고사 II
노동절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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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