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FP parents,

This morning, I was amazed to see our FP students. They have grown up a lot also their eyes
are sparkling more than before. CDS also has prepared a lot to offer a best education to
students this school year so that we will help students enjoy school. I guarantee that all
teachers spend whole summer preparing new school year.
CDS FP 가족 여러분!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온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키도 쑥! 크고, 눈도 반짝거
렸습니다. 새 학년에 대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는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년도도 지난 학년도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도 새 학년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Below are the couple of things I would like to ask parents.
아울러 몇 가지 간단한 부탁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Lab
Next week, Lab will be started. On FP website, you can check what lab programs we have.
Please help kids to choose. This school year, Lab will be changed on a seasonal basis, not
term basis. Next week, Lab for fall season will be started for next 3 months. The following
season will be Winter.
Lab 시작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FP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자녀들과 함께 보시고, 올바
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Term별로 La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별로 선택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Lab은 ‘Fall 시즌’으로 약 3개월가량 하게 될 것입니
다. 다음 시즌은 ‘Winter’입니다.

2. After School Program
Detail will be announced next week.
After School Program은 다음 주 중에 예고 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3. Water Bottle and P.E. Shoes
All students are supposed to bring their own water bottles. On first day of school, some of
students didn't bring their own. Please let kids have a water bottle. We have water fountain
so that they can fill it up.
Also, students have to wear P.E. shoes for P.E. class. Please send a pair of shoes for P.E. Out

door shoes are not allowed to wear for class.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물병을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몇 몇 친구
들이 물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챙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 리필은 학교에서 가능)
또한 체육시간에는 체육관용 PE운동화를 신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발목 보호를 위해 쿠
션이 있는 운동화를 준비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Parking Issue.
I am fully aware that it is very hard to park in school in the morning and evening. Narrow
parking space near FP building makes parents more complicated to park. But we need
parents' support. For students' safety, please park in the parking area only.
아침 등교나 하교 시에 학교 안에 파킹하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쪽에는 파킹할
수 있는 장소도 좁고, 학교버스까지 있어 더더욱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는, 파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I would like to pass my thanks to all parents for your support and faith. Again, we will do
our best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 Thank you.

늘 학교를 믿고 협조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2017학년도도 여러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 우리 CDS FP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ug 16th, 2016
Principal Shim Ok R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