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소식지 10
2019년 10월 16일

핵심 가치-용기, 실천 덕목-책임감
2분기 클럽: 다음 2분기 클럽 활동이 10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내 드린 신청서는 10월 17일 목요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분기말 면담: 스케줄 확정을 위해, 개별 면담 일
정에 대한 확인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초등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K-5 조회: 10월 31일 목요일 2:20pm에 초등부 액티비티 룸
PAR에서 3학년이 진행하는 유치부-5학년 조회가 있습니다.
할로윈 디스코: 10월 24일에 PFA에서 할로윈 디스코 파티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게시판을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하베스트 페스티벌(Harvest FallFest): 10월 31일 목요일에
유치부-2학년 학생들을 위한 하베스트 페스티벌이 있습니
다. 어린 학생들은 트릭 오어 트릿 활동을 할 예정이며, 활동
중에 받은 캔디는 학교에서 먹지 않을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초등부 학생 모두 원하는 복장으로 꾸며 입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앨범용 사진 촬영: 초등부 학생들은 11월 11-15일 주
간에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반별 세부 일정은 담임교
사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새로 바뀐
교복 상의와 네이비 컬러의 하의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
야 하며, 짙은 색 신발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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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면담: 이번 분기 면담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됩니
다. 10월 25일 금요일 8:00-12:00pm, 13:00-16:00pm
에 전체 중고등부 교사들이 초등부 액티비티 룸 PAR에
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납니다. 교사와의 개별 미팅
은 미리 시간을 정하지 않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5-7분
정도로 진행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선택에 따
라 일부 또는 전체 교사들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성적
표는 면담 시간에 배부됩니다.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려사항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앨범용 사진 촬영: 중고등부 학생들은 11월 18-22
일 주간에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새로
바뀐 교복 상의와 네이비 컬러의 하의를 깨끗하고 단정
하게 입어야 하며, 짙은 색 신발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12월 SAT: 12월 7일에 있을 SAT의 온라인 접수 마감일
은 11월 8일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실 Ms.
Su Jin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선번호 6666)

10월 18일

1분기 마지막 수업

10월 22일

유치부-5학년 성적표 배부

10월 25일

1분기 학부모 면담 (수업 없음)

11월 6일

교사 연수일 (오전 수업)

11월 14일

가을 음악회
(6:00pm@뮤직아뜨리움)

학부모 교사 면담: 10월 25일에 있을 학부모 면담에 관한 안
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스케줄 확정을 위해 10월 21일 월
요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벌 옷 및 외투: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교실에 보관
하는 아이들의 여벌 옷을 기온에 적합한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터와 외투 등 겉옷에 이름을 표기하
여 주시면, 주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11월 23일

PFA 윈터 페스티벌

11월 29일

TGA 국제 감사의 날 (휴일)

12월 4일

교사 연수일 (오전 수업)

12월 17-18일

중고등부 기말고사

12월 19일

1학기 (2분기) 마무리

12월 19일

12:00pm 하교 (Pre-K 수업 없음)

12월 20-1월 5일

겨울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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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