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CDS FP Family Members,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weather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For Term 4 and
Term 5, FP has planned for several outdoor activities which will be interesting and educational
for students.
As I mentioned before, we are going on a field trip to Job World,Wednesday,Mar, 11th. Job World
is fantastic and is a place that CDS FP students visit annually. It will help them experience
various occupations. For this trip, students will buy their own lunch at cafeteria.
1. Field trip
•When: Mar.11th, 2015 - Wednesday
•Where: Job World, Bundang
•What to wear: khaki pants, Dalton hoody or cardigan
•What to prepare: healthy snack and water
•What will students do: experiencing several occupations
•Cost
Entrance Fee: 16,000 KRW
Lunch : Approximately 7,000 KRW ( It depends on what student wants to have)
Please wire the Entrance fee(16,000KRW) to school account by 9th Mar, Monday.
Information below
Citi bank, 178-00343-249-01, Cheongna Dalton School
And please send money for lunch to each Homeroom teacher
2. Portfolio Exhibition
As noted on the FP calendar, the FP will have a portfolio exhibition for Term 3. We are going to
display what students have learned during the year, with a focus on how they have improved
until now, Term3. We will be pleased if you can visit.
• Date: From Monday to Friday, Mar 9-13,between 3-4 pm (during Lab time)
•Venue: At theexhibition room, first floor of CDS FP Building (adjacent to ELL)
 Please only read your child’s portfolio (do not compare your child’s PF to others)
 Please do not change the order of the portfolio’s pages
 Please praise your child for his or her achievement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Mar.4th, 2015
Principal Shim Ok Ryung

CDS 가족 여러분! 봄소식을 알리는 3 월이 되었습니다. 3 월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야외활동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Term4~Term5 에는 더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는 3 월 11 일(수)은 현장학습일 입니다. 이번에 가는 장소는 우리 CDS FP
친구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기 위해 매해 한번씩 방문하는 Job World 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점심을 직접 사서 먹도록 했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학습
● 일시 : 2015. 3 월 11 일 (수)
● 장소 : 분당 Job World
● 복장 : 카키팬츠, 달튼후디 또는 가디건
● 당일 준비물 : 건강한 간식, 물
● 주요 활동 : 여러 가지 직업 체험
● 비용
- 입장료 : 16000 원
- 점심값 : 약 7 천원 (어린이들이 선택한 메뉴에 따라 가격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음)
입장료 16000 원은 학교 계좌(시티은행 178-00343-249-01,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로
3 월 9 일(월)까지 입금해주시고, 점심값은 봉투에 담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포트폴리오 전시회
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erm3 는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난 Term1 처럼 우리
친구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전시할 예정이니 꼭 보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다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지 말고 감상해 주십시오.
- 전시된 포트폴리오의 순서를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 전시회 감상후 학생들에게 꼭 칭찬해주십시오.
● 일시 : 2015. 3. 9(월) ~ 13 일(금) 오후 3 시~4 시
● 장소 : CDS FP 건물 중앙 1 층 Hall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3. 4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