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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식지 05

대표 번호: +86-22-6622-6157
초등 / 영유아부: 22-6517-2709

2019년 9월 4일

중고등부 사무실: 22-6622-6298

PFA 가족 피크닉: 여러분 모두 9월 7일 PFA 가족 피크닉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추절 기념 행사 : 국제 언어부에서는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추석 명절의 전통에 대해 배우고 기념하는 시
간을 갖고자 합니다. 활동은 중국어와 한국어 수업 시간 중에, 중국 월병 만들기, 한국 송편 맛보기, 중국식 장기와 윷놀이
로 진행 됩니다. 월병과 송편의 재료에 관한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자녀의 알러지 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우
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초등부 또는 중고등부 사무실에 9월 9일 월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업데이트 : 여권/신분증이 갱신되었거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습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바뀐 여
권/신분증의 복사본을 학교로 보내주시고 변경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사무실 전화 22-66226297 이메일: teda.admissions@tedaglobal.org

핵심 가치-배려하기, 실천 덕목-존중
이달의 실천 덕목: 이번 달에는 존중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
다: 할 말을 잘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배
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독려합니
다. 자녀가 이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놀이가 즐겁습니다!
유치부-5학년 조회: 4학년이 진행하는 유치부-5학년 전체
조회가 9월 26일 목요일 2:20pm에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
서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을 환영합니다.
방과 후 클럽: 클럽 변경 가능 기간이 지났습니다. 클럽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우려사항 있으시면, 자녀의 숙제
장 메모를 통해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의 파트너쉽:
MAP 정보 안내 세션이 9월 5일 목요일 8:15am에 컨
퍼런스 룸에서 진행됩니다.
Ms.Williamson이 싱가폴 수학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워크샵을 준비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8:15am에는 유치부-2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0월
22일 화요일 8:15am에는 3-5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
로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자녀
의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도시락 배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실 때는
자녀의 이름과 반을 정확히 표시하여 11:20am까지 리셉션
에 맡겨 주시면, 스태프가 전달합니다” (TGA 핸드북)
결석 사전 통보: “자녀가 3일 이상 연이어 결석하게 되는 경
우, 먼저 초등부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여 주시고 (직통전화
6517-2709) 담당 교사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TGA 핸드북)

TGA NHS 임원단: TGA 우수학생연합 NHS에서 2019-2020의
임원진이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udrey Zhu - 대표
Billy Zhang - 부대표
Rohaun Moallem - 부대표 봉사 담당
Minju Kim - 부대표 커뮤니케이션 및 테크놀러지 담당
수학여행: 이번 학년도 Week Without Walls 수학여행은 10월
14-18일 주간에 실시되며, 학년별 목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8학년: 성도
9-10학년: 양삭
11-12학년: 제주도, 한국 (10월 13-18일)
수학여행은 중요한 학습 기회들을 제공하며, 중고등부 학과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
들을 통해 전달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9월 6일 금요일까지
참가비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정보 안내 학부모 미팅: 9월 17일 화요일 2:202:50pm에 컨퍼런스 룸(행정부 건물 217호)에서 중등부 학부
모님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에 관한 안내 미팅 시간을 갖을 예
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7일
9월13-15일
9월 20일
9월28-10월6일
10월5일
10월9일
10월14-18일
10월18일
10월 25일
11월 2일
11월 6일
11월 29일

PFA 가족 피크닉
추석 (휴일)
기금마련 걷기대회
국경절 연휴
SAT I & II
교사 연수일 (12:00 하교)
중고등부 WWW 수학여행
1분기 마지막 수업
중고등부 학부모 면담-수업 없음
SAT ll
교사 연수일(12:00 하교)
TGA 국제 감사의 날 (휴일)

TGA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이며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목표 , 실생활에의 적용, 실용적 리더쉽 경험, 바른성품 함양,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기회들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잠재 능력들이 발현 되도록 돕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