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ne 8, 2015 

Dear FP Parents,  

 

You are invited to attend the CDS FP Final Jeopar-Bee! Please come out, 

support your child as he/she participates, and praise the students for all their 

hard work in preparing for this event.  

CDS FP 의 파이널 Jeopar-Bee 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핚 대회를 관람하시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second and final vocabulary event like this that we will have this 

year. Similar to our first Jeopar-Bee, the focus is on the students applying the 

vocabulary and spelling they have learned in a competitive and fun way.   

이번 학년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단어 맞추기 대회로, 지난번에 

치러졌던 첫 번째 Jeopar-bee 와 비슷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싞이 배운 단어를 색다른 방법으로 복습하게 됩니다. 

Grades 3&4, 2&1, and K&PK will participate separately from one another. 

GradesPK, K, 1, 2 will participate in the event in teams whereas grades 3, 4 

will participate individually in a tournament style. 

3-4 학년, 1-2 학년, PK 와 K 의 대회개최 날짜가 다르니 이점 숙지해주십시오.  

PK, K, 1,2 학년은 팀 대결이고 3,4 학년은 개인전입니다. 대회는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Please see below for details about the events.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hat:  Final Jeopar-Bee 

Who:   Grades 3 & 4 and their parents 

When:  8:30 am, Wednesday, June 10 

Where:  Orchestra Room 

- 3,4 학년: 6 월 10 일 수요일, 오전 8:30, 오케스트라 룸 

 

What:  Final Jeopar-Bee 

Who:   Grades PK & K and their parents 

When:  8:30 am, Wednesday, June 11 

Where:  Orchestra Room 

- PK, K: 6 월 11 일 목요일, 오전 8:30, 오케스트라 룸 

 

What:  Final Jeopar-Bee 

Who:   Grades 1&2 and their parents 

When:  8:30 am, Wednesday, June 12 

Where:  Orchestra Room 

- 1,2 학년: 6 월 12 일 금요일, 오전 8:30, 오케스트라 룸 

 

W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support and look forward to seeing and 

hearing you cheer on the students, this Wednesday!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Kind Regards, 

 

David Hill 

Director of Firs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