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family members, 

 

We are already approaching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We have the Book Fair and small market going on at CDS now. 

Please come and enjoy these events together. Especially, please make use of the book fair as children love to read the 

books that they have chosen.   

 

1. Before-school Routine 

We have recently been experiencing significantly colder temperatures! If the temperature is below zero, students will not 

play outdoors before school; instead they will come in to the FP building. If they arrive before 7:50, students will remain in 

the Exhibition/Meeting room. At 7:50, the students will go to their respective classrooms.For snack recess and lunch 

recess, students will continue to play outdoors, even if the temperature is below zero.  

 

2. Winter Clothing 

We do not have our winter coat uniforms yet. If the weather is cold, please send the students to school wearing their own 

winter coats on top of their school uniforms. If it is very cold, send students with gloves, hats, boots, etc. We care about 

the students’ health, so please make sure that the students wear proper attire. Students should be wearing shoes that 

they can be physically active in and suitable for cold weather.   

 

3. School Website  

We are announcing our events that are happening at school and in class through the CDS FP website. Therefore, please 

check our FP website(http://cdsfp.weebly.com)regular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s always.  

 

 

November 13, 2014 

First Program Principal, Ok Ryung Shim 

 

 

 

 

  

http://cdsfp.weebly.com/


 

CDS FP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Book Fair 와 작은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기가 고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니 이 기회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등교  

날씨가 많이 추워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등교 후 우리 어린이들은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로 들어가, 7 시 50 분까지는 1 층에 있습니다. 7 시 50 분이 되어 선생님들께서 

출근하시면 어린이들은 교실로 보내져 아침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휴식시간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계속해서 밖에서 뛰어 놀게 됩니다.  

 

2. 겨울 코트 

우리 학교는 아직 겨울 코트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학교가 정한 유니폼 위에 각자 집에 있는 

겨울코트를 입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울 경우에는, 장갑이나 모자, 부츠 등을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cess 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 놀이 시간에 야외 활동에 적합한 옷(코트)을 입지 않으면 감기의 위험성이 

있으니 꼭 외투를 입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발에 잘 맞고 추운 날씨에 적합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3. 학교 싸이트 

학교와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 싸이트(http://cdsfp.weebly.com)를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ovember 13, 2014  

First Program Principal Ok Ryung S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