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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배려하기, 실천 덕목-존중
초등부 합창단 공연: 초등부 합창단이 지난 금요일에 테다국
제학교 중국부 교사의날 행사에 초대 받아 공연하였습니다.
행사 분위기에 맞추어 차분히 새로운 학교 교가를 공연한 합
창단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생일 축하: 학교에서 자녀의 생일 케익을 나누고자 하시는 경
우, 미리 담임 교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5학년 조회: 4학년이 진행하는 유치부-5학년 전체
조회가 9월 26일 목요일 2:20pm에 초등부 액티비티 룸에서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을 환영합니다.
학부모와의 파트너쉽: Ms.Williamson이 싱가폴 수학에 대한
워크샵을 준비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8:15am에는 유치부
-2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0월 22일 화요일 8:15am
에는 3-5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자녀의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 안
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www.tedais.org
대표 번호: +86-22-6622-6157
초등 / 영유아부: 22-6517-2709
중고등부 사무실: 22-6622-6298

감사합니다: PFA 패밀리 피크닉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커뮤니
티가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중추절 연휴: 중국 중추절 휴일로 인해 9월 13일 금
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부터 정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금마련 걷기대회: 9월 20일 금요일 2:00pm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례 기금마련 걷기대회
(walkathon)가 있겠습니다. 학부모 안내문과 약정서
가 학생들에게 전달 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사를 위해
후원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테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번 학년도에도 테다 자선단체 연합과 함께 TGA 봉
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본 행사에서 모인 기금을
여러 프로젝트들에 나누어 기부합니다.
건강 정보: 여름 또는 가을에 세균성 이질(bacterial
dysentery)이 높은 발병율을 보입니다. 아래의 QR 코
드를 스캔하시면 TGA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세균성
이질에 관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 박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샌드박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모래 놀이를 마친 뒤 장난감들은 샌드박스에 모아주시고, 덮
개를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아이들이 매일 밤 충분한 수면(8-10시간)
을 취하고 학교에 오기전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에서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
기 어렵습니다.
모자: 야외활동을 위해 모자를 보내시는 경우 자녀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용품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월13-15일

중추절 (휴일)

9월 20일

기금마련 걷기대회

SAT 시험 : 11월 SAT의 온라인 접수 마감일은 10월 3일 입
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실 Ms. Su Jin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6666)

9월 28-10월6일

국경절 연휴

수학여행 정보 안내 학부모 미팅: 9월 17일 화요일 2:202:50pm에 컨퍼런스 룸(행정부 건물 217호)에서 중등부(6-8
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학년도 수학여행에 관한
정보 안내 시간을 갖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4-18일

중고등부 WWW 수학여행

10월 18일

1분기 마지막 수업

10월 22일
10월 25일

성적표 발송
1분기 학부모 면담 (수업 없음)

10월 5일

SAT I & II

10월 9일

교사 연수일 (12:00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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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