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parents, 

 

It is already Term 5. All faculty of FP put their effort to finalize this Term. I expect all parents’ help until we finish 

this school year. 

CDS FP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분주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Term5 입니다. CDS FP 모든 소속원 들은 2014~2015 

학년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June, there is a swimming competition scheduled and select FP students will attend. We used to select 

swimming players among students who were taking swimming class for either Lab or ASP. Now, every student 

will have the chance to apply to be part of the group who competes. We will select school representatives 

publicly and swimming instructor will train them until event takes place. If your child is interested, please apply by 

May 18th, Monday. 

오늘 말씀드릯 일은 6 월 중에 있을 예정인 수영대회에 CDS FP 친구들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전까지 대회참여는 

Lab 이나 After school 에서 수영을 핚 학생들 중 높은 기량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에 출전시켰는데,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부터는 대회 전에 공개 선발하고, 대회기갂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핚 후 출전시키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어릮이가 수영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님들께서는 5 월 18 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nce selected, the training will be given every Monday and Wednesday, 4:10-5:00. Dismissal will be 5:00 on those 

days. Please be on time to pick up. 

CDS FP 의 수영 팀에 선발된 어릮이들은 대회 전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10~5:00 까지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수요일 학생들의 하교시갂은 5 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시갂을 

잘 지켜 어릮이들을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1. Date and Time: May 20th, 4:10-5:00    선발날짜:5 월 20 일 4:10-5:00 

2. Venue: CDS swimming pool     장소:CDS 수영장 

3. Preparations: swimming goggle, swimming suit, swimming cap   준비물:수영안경,수영복,수영모자 

4.Criteria: swimming times, endurance, comprehensive swimming skill, behavior    평가방법:기록,지구력,각 

영법의 기본능력, 태도 

 

-On the 20th, parents should pick up attendees at 5:00, in front of CDS swimming pool 

-Only students and teachers will be part of the selection process; parents should not be present. 

-평가에 참석하는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5 시에 수영장 앞에서 어릮이들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수 선발 과정을 부모님들께서는 참관하실 수는 없습니다. 

 

For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assessment, visit link below. 

수영선수 선발을 위핚 평가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다음 링크를 클릭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a/daltonschool.kr/forms/d/1CZTW_pBYbNqOM34x7ADp8xBkwvfSd7Yng_6cRtk1d1g/viewfor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May 13th, 2015 

Principal Shim, Ok R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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