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FP family members, 

It is been a week since Term 3 started. I guarantee that all students in CDS FP had a 

great start for the new term. We are managing students quite well thanks to all parents 

who took such good care of kids during the winter break.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consistent support. 

 

Some news we would like to mention: 

 

1. Year book – Picture day 

School will take pictures of students for yearbook, please prepare them for it. 

   - Date: 29th Jan, 2015 Thursday 

   - Dress code  : Khaki pants, White polo shirts, Cardigan(the previous one is allowed) 

★ No need to wear P.E. uniform, even though one has P.E. class, i.e. do not wear the P.E. 

uniform on Thursday 

 

2. Uniform Free Friday 

   - Date: 30st Jan, 2015 Friday 

   - Those who want to participate, please donate 1,000 KRW.  We will donate what we 

raise to underprivileged children. 

 

3. Field Trip 

  - Field Trip will be a postponed approximately one week.  We are aiming for a day 

when it is less busy for the benefit of our students. We will give details once the 

reservation is complete.  

 

 ★ Please remind that 26th Jan, Monday is a non-school d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22nd Jan, 2015 

CDS FP Principal Shim 

   



 

CDS FP 가족 여러분! Term3 가 시작 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FP 친구들은 새 

학기에 아주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을 잘 

지도해 준 부모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드릴 일이 있어 알려드리니 잘 보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Year Book 사진 촬영  

Year Book 에 들어갈 개인 사진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촬영하니 준비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PE 수업이 있는 학급의 어린이들도 체육복을 입지 않습니다.) 

▶ 일시 : 2015. 01. 29(목)  

▶ 복장 : 카키 팬츠, 흰색 폴로셔츠, 카디건(새로 만든 것이나 전에 있던 것 모두 가능) 

2. Uniform Free Friday 

▶ 일시 : 2015. 01. 30(금)  

▶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1000 원을 기부합니다. 모아진 돈은 옷을 입기 어려운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합니다. 

3. Field Trip 

▶ 예약 상의 문제로 일정이 일주일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예약이 완료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1 월 26 일 월요일은 WASC In-Service day 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2015. 1. 22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