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CDS FP family members!

It’s already the last week of November. When December comes, term 2 will be over and students will have a four-week-long
winter break. Therefore, we planned several educational events in December. Please read the information below, and plan
accordingly.

1. Winter Concert
▶ Date:December 15th(Monday) 2P.M.
▶Location: Dalton Hall
▶ Invitation:This concert features only First Program. We are inviting all the CDS FP parents. It is mandatory for all students to
attend.
▶ Dismissal time:4 P.M
▶ Dress Code:To be announced

2. Candle Lighting Ceremony
▶ Date:December 17th(Wednesday)
▶ Details
- House Breakfast (CDS tradition in which students share breakfast that they have prepared)
- Candle Lighting Ceremony:After House breakfast, all the CDS students will gather in the Dalton Hall and wrap up the year with
the candle lighting event.
▶ Dismissal time:approximately 11 A.M. (School Bus will leave around 11:20)
▶ Dress Code:School uniform (Khaki pants, white polo shirt and cardigan)

◎ After the Candle Lighting Ceremony, students will receive Report Cards and start a four-week-long winter break. Term 3
starts on January 13th(Tuesd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s always.

November 25th, 2014
First Program Principal, Ok Ryung Shim

CDS FP 가족 여러분! 벌써 11 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2 월이 되면 Term 2 가 끝나고 4 주간의 겨울방학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2 월에는 한 해를 마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사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미리 계획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Winter Concert
▶ 일시: 2014. 12. 15(월) 오후 2 시
▶ 장소: Dalton Hall
▶ 학부모님 초대: 초등학교만의 Concert 입니다. 모든 CDS FP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콘서트에 필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 하교시각: 오후 4 시 정상 하교
▶ 복장: 추후 안내

2. Candle Lighting Ceremony
▶ 일시: 2014. 12. 17(수)
▶ 하는 일
- House Breakfast (어린이들이 각자 준비한 아침을 House 에서 나누어 먹는 CDS 전통)
- Candle Lighting Ceremony: House Breakfast 가 끝난 후 모든 CDS 학생들이 함께 Dalton Hall 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며 Candle Lighting 을 하는 행사
▶ 하교 시각: 11 시경 (School Bus 출발 11 시 20 분경)
▶ 복장: 교복 (카키 팬츠, 흰색 폴로셔츠와 카디건

◎ Candle Lighting Ceremony 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Report Card 를 받고 4 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Term 3 는 1 월 13 일(화)에 시작합니다.

항상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4. 11. 25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