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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문제 해결, 실천덕목 – 끈기

 학교 앨범용 사진 촬영 안내: 다음 주 중에 초등
부 학생들의 학교 앨범용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학년별 세부 일정은 담임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
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진 촬영시 학생들은
깨끗한 초록색 교복 폴로셔츠와 검정색 바지 또
는 여학생인 경우 교복 치마나 교복 원피스를 단
정히 입어야 하며, 검정색 신발을 신을 것을 권합
니다.
 3월 28일 목요일 2:15pm에 액티비티 룸에서 3
학년의 진행으로 유치부-5학년 전체 조회가 있습
니다.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학생 주도 컨퍼런스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그 동
안의 학습 내용을 부모님께 알리는 기회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에 모든 가정들이 다른 일보다
우선하여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교사
가 세부 일정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스펠링 암송 대회 학급별 경연 우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Marina Wang, 2학년 Emma
Zhang, 3학년 Alex Duan, 4학년 Kendall Clowe,
5학년 Alice Jeung. 유치부에서는 Queenie
Chen, Aaron Hong, Eric Liu, Sophia Yu, Sarah
Ng, Takaharu Konishi, James Shi, Marco
Song, Michelle Ma, April Wang 학생이 참가했
으며 KD, KT 두반이 동점이었습니다. 전체 우승
자는 1학년 Allan Zeng, 2학년 Sky Zhang, 4학
년 Kendall Clowe, 5학년 Alice Jeung입니다. 축
하합니다.

 아픈 경우: 자녀가 기운이 없어 하거나, 재채기,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집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교사 면담: 학부모 교사 면담일은 자녀의
발달 상황과 장단점에 대해 나누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는 시
간입니다. 개별 면담시간은 담임교사를 통해 알
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주요 일정:
 3월 6일 : 교사 연수일 : 오전 수업 PK2/3
11:30am하교, PK4 11:45am 하교
 3월 29일 : 학부모 교사 면담일

 다음 주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학교 앨범용 사진 촬
영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어드바이저리 시간을 통
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며, 학생들은 깨끗한 초록색 교
복 폴로셔츠와 검정색 바지 또는 교복 치마를 단정히
입고 등교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ISCOT 배드민턴 토너먼트에서
중등부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은 본인들의 해당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들 입니
다. 8학년 Ng Zijian(Kent), Son Mingi(Colin), Guo
Shu Ning(Becky), Sharon Russel 학생, 6학년 Zhang
Gui Ran(Jack), Zhao Yi Kai (William) 이상 참여한 모
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스포츠맨쉽을
보여 주었습니다. Comets들 수고 많았습니다!

 테다국제학교의 교장과 교사들 및 스탭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부모
님들께서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
니다. CIS 연례 커뮤니티 설문 조사에 응하여 주시면
학교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의 첫 화면에서 선호
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을 마치시
기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번거
로우시더라도 학교에 등록된 자녀별로 설문지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조사는 2019년 3월 8일
까지 온라인 상에서 유효합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
시 면 설 문 조 사 페 이 지 로 이 동 합 니 다: https://
survey.cois.org/s3/Parent-2018-19-TedaInternational-School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최근 정보를 파악하
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여
러분 또는 학생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의 변경 및 여
권, 영주권 및 거류증이 갱신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상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 학교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테다
국제학교의 WeChat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학교
소식과 공지사항 등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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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