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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R - 문제 해결, 실천덕목 – 끈기

 3분기 방과후 클럽은 이번 금요일인 3월 15일로 마무리
됩니다. 다음 두 주 동안은 클럽 활동이 없사오니 매일
3:00pm에 자녀를 픽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토요일에 학교 체육관에서 ISCOT 3-5학년 배
드민턴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9:00am-1:00pm사이에 체육관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
하실 수 있습니다. 1:00pm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초등부에서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문구류와 책을 기부했
던 윈난성 Luo Mei Wan Xiao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작년 겨울에 본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어린이
날에 ‘무엇이 예술인가?’를 주제로 미술 전시회를 계획하
고 있어, 우리 학교에서도 전시에 참여하려 합니다. 작품
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초등부 사무실 Ms. Joanna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4월 26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고등부 뮤직 앙상블이 3월 21일 목요일 6:30-7:10pm에
가디언 엔젤 돕기 자선 공연을 개최하며, 초등부 학생들
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8일 월요일까지 4번문 앞 신청서에 이름을
남기거나, Mr. Mazlum께 이메일(omzlum@tedais.org)
주시기 바랍니다.

 ECA의 안전: ECA 건물 내에서 반드시 자녀의 옆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뛰지 않고 걸어서
이동해야 하며, 계단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와 나란히 서
서 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참고하실 주요 일정:
 3월 29일 : 학부모 교사 면담일

TIS는 이번 학년도 인터네셔널 데이 행사를 3월 27일에 실
시합니다. 학부모 협회 PFA에서 “인터네셔널 점심식사”를
준비하며, 판매 음식의 기본 단위는 5 RMB 입니다. 초등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미리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26일 화요일까지 20 RMB이 넘지 않는 금액을 담임교사에
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미리 티
켓을 구입하기 바랍니다. 당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30-1:25pm에 는 PFA 인 터 네 셔 널 점 심식사 ( 초 등 부
11:30-12:10, 중고등부 12:20-1:25)가 있으며, 2:00pm부
터 운동장에서 나라별 기념 활동이 있습니다. 2:00pm 활동
에 ECA, 초등부, 중고등부의 학생들과 스탭,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 Penn State University Park의 Eberly
College of Science 의과 전공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은 Cao Jin Ge 학생과 그 가족을 축하
합니다.
 5월 SAT: 5월 4일에 있을 SAT에 응시하고자 하
는 학생들은 4월 5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담실 Ms. Su Jin
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내선번호 6666)
 3월 14-17일에 TIS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북경
ISB 국제학교에서 열리는 제26차 모의유엔회의
BEIMUN에 참가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지금껏
해왔던 것과 같이, 설득하는 토론, 성숙한 외교
술, 창의적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여
줄 것입니다.
 지난 주에 중고등부에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스피치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이
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인 교내 분위기 조성을 위
한 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모든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고, 영어교사들이 이를 수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각자가 쓴 에세이를 가지
고 스피치를 할 때, 긴장한 모습들이 역력하였으
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진정성 있게 잘 전달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제안들 중에는 조금
만 더 친절하기, 쓰레기를 줍는 그룹을 만들어
환경보호 실천하며 주변 커뮤니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발표
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스트 입상자들입니다. 축
하합니다. 고등부 1위: Rebecca Pare(10학년),
2위 Caroline Marx(10학년), 3위: Kim Jung
Won(12학년); 중등부 1위: Guo Shu Ning(8학
년), 2위: Justin Park(8학년), 3위: Sun Zhuo
Ran(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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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모의 유엔회의
(BEIMUN@ISB)
3분기 마지막 수업일
인터내셔널 데이
AP 모의고사 I
유치부-12학년 3분기 성적표
봄 방학
교사 연수일 (12시 하교)
봄 음악회
(6시@뮤직아뜨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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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