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CDS First Program Family Members,
Happy New Year to all! We hope that every CDS FP members will be happy in 2015. We are
going to make every effort to take care of our students. We would like parents to trust and
cooperate with us.
We have several plans for this term. This letter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we will
provide details of each event, prior to it happening.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re has been change of the FP Assistant.


New FP Assistant,
o

Heejin Park

Jiyeon Shim, the previous FP assistant, who did a wonderful job with us, was
transferred to the main office. We are happy to welcome Heejin Park as the new FP
Assistant, as of the start of Term 3. We will appreciate if you call her Ms. Park.



Please note that the next Parent/Teacher conference will be held in Term 5, May 15.

no conference in January.

There is

There was an outdated calendar posted on the main Dalton

website that had an error. Again, there is no P/T conference in January.


Plans for Term 3:
o

Jeoparbee


We are planning a Jeoparbee which helps students enhance their vocabulary
and teamwork. We have two Jeoparbees, and one of them will be held late
January or early February.



This upcoming Jeoparbee is only for students, but don’t be disappointed. We
will invite parents for the second Jeoparbee. Please encourage them to learn
both consideration and praise for others (sportsmanship), and of course, their
vocabulary.

o

In-Service days (Jan 26, Mar 6 – no school)


We believe that good teachers create good students. Therefore we try to
make a consistent effort to raise the ability of teachers. Also WASC evaluates
and checks what teachers do for classes and students. We have two In-Service
days during this term.



26th Jan and 6th Mar. We would like remind you that they are non-school

days
o

Field Trip


We are planning to have a field trip on 3 rd Mar.
are decided, we will let parents know.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Jan

14th, 2015

CDS FP Principal Shim, Ok Ryung

Once the details of the trip

CDS FP 가족 여러분! 약 2 주간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CDS FP 모든 가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학교를 믿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erm 3 에도 여러 가지 어떤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박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곁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FP Assistant 자리도 이동이 있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FP New Assistant Heejin Park
지난 학기까지 FP 에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Jiyeon Shim 선생님께서 Main Office 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고등 Office 에서 근무하셨던 희진선생님께서 초등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희진선생님을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서는 ‘Ms. Park’ 이라고 호칭하시면 됩니다.
2. Term 3 행사들
▶ Jeoparbee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어린이들의 어휘력을 늘리고 팀웍을 배우기 위한
이벤트로 Jeoparbe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Jeoparbee 는 총 두 번 실시하는 데 그 첫 번째
행사가 1 월 말~ 2 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Jeoparbee 는 어린이들만 참여하고, 두 번
째 행사에는 부모님도 초대할 예정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 교사 연수 : 훌륭한 교사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학교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ASC 또한 학교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Term3 에는 1 월 26 일과 3 월 6 일 두 번에 걸쳐 교사 연수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미리 계획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학습 : Term 3 현장학습은 3 월 3 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CDS 캘린더에 명시되어 있는 1 월 23 일 Parents Conference 는 잘못 인쇄된 내용으로
23 일은 정상 수업 합니다. ( Conference 는 하지 않습니다. 2 차 Conference 는 5 월 15 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1. 14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