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family members! Time flies like a wind! Term 2 will be over next week and the four-week-long break will start. As 

you may know from our last school letter that was posted on the website, we have planned several school events in December. 

Please read below and cooperate accordingly.  

 

1. Lab information:Like we said in yesterday’s letter, you can start the Term 3 lab application starting from December 12th 

(Friday), at 7 pm.You can find more details at our Lab&AfterSchool page, on the FP website. (http://cdsfp.weebly.com/fp-lab--

asp.html)  

 

2. Uniform Free Friday:The last Uniform Free Friday of the calendar year is December 12th (Friday).  

 

3. Winter Concert – parents are asked to attend 

▶ Date: At 2pm, December 15th(Mon), 2014  

▶ Location: Dalton Hall 

▶ Parents are invited: All the students will take part in the concert. Therefore, please come and join the concert.  

▶ Drop-offs and dismissal: same time as usual  

▶ Dress Code 

- Basic dress code:Khaki pants, white polo shirts and cardigans  

- Shoes: Sneakers (achromatic colors such as white, black. Bright colors such as pink, red, etc. are NOT allowed.) 

- Prepare your classes’ concert clothes. 

 

4. Candle Lighting Ceremony – for students, only 

▶ Date : December 17th(Wed), 2014  

▶ Drop-offs and dismissal: Drop-offs: Same as usual: Dismissal at 11:10 A.M. (School bus leaves at 11:20 A.M)  

▶ Things to bring: breakfast 

▶ Dress Code: School Uniform (Khaki pants, white polo shirts and cardigans) 

 

◎ After the Candle Lighting Ceremony, students will receive their report cards and start their four-week-long break. 

Term 3 starts on January 13th (Tue). Please send the students to school by 7:50 A.M.  

 

5. Lab & AfterSchool: We have Lab and After School Program(ASP) this week. However, for next week, we will only have 

Lab, and ASP on December 16th. (i.e. we do not have Lab and ASP on December 15(Mon) and 17(Wed)).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s always. I hope you have a fun and meaningful winter break and I expect to see you sound and 

healthy on January 13.  

 

 

 

December 10th, 2014  

First Program Principal, Ok Ryung Shim 

 

 



 

CDS FP 가족 여러분! 시갂은 바람처럼 빨리 흘러 벌써 핚 주일맊 지나면 Term 2 가 끝나고, 4 주갂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지난 번 가정통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보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Lab 안내: 어제 가정통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Term 3 lab 신청을 12 월 12 일(금) 저녁 7 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CDS FP 홈페이지 Lab & After schoo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Uniform Free Friday: 올해 마지막 Uniform Free Friday 는 12 월 12 일(금)요일입니다. 

 

3. Winter Concert – 부모님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 일시 : 2014. 12. 15(월) 오후 2 시 

▶ 장소 : Dalton Hall 

▶ 학부모님 초대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FP 가족 여러분 꼭 참석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및 하교시각 : 정상 등교 오후 4 시 정상 하교 

▶ 복장 

- 기본 복장 : 카키팬츠, 흰색 폴로, 카디건  

- 신발 : 운동화(흰색, 검은색 등 무채색맊 가능하고 오렌지 핑크 빨강 등은 안 됩니다.) 

- 각 학년별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복장  

 

4. Candle Lighting Ceremony – 학생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일시 : 2014. 12. 17(수)  

▶ 등교 및 하교 시각 : 정상 등교 11 시 10 분 하교 (School 11 시 20 분 출발) 

▶ 준비물 : breakfast 

▶ 복장 : 교복 (카키 팬츠, 흰색 폴로셔츠와 카디건 

 

◎ Candle Lighting Ceremony 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Report Card 를 받고 4 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Term 3 는 1 월 13 일(화)에 시작합니다. 1 월 13 일 아침 7 시 50 분까지 등교해주세요 

 

5. Lab & AfterSchool: 이번 주는 정상, 다음 주는 12 월 16 일만 Lab 과 AfterSchool 이 있고, 월요일(15 일) 

17 일(수)는 없습니다.  

 

항상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보람있는 겨울방학 보내고 2015 년 

1 월 13 일 건강핚 모습으로 맊나겠습니다.  

 

 

2014. 12. 10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