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members 

 

Thanks to all parents’ supports, we had such a successful Book Week. All first program faculty 

members were so happy because we witnessed the students enjoying every activity! They were 

very rewarding days for the kids.  The author, Darren Farrell, who we invited for the first time, 

spent all day long with students, showing professional and passionate attitude. But I am sorry that 

he could not hand his book to students in person because he had such a tight schedule.  

For the Global Readers to Tomorrow’s Leaders (Reading Passports), students had a chance to 

enjoy books in various languages such as English, Korean, Chinese, Spanish, French, Hindi, Polish, 

Arabic and Ukrainian. All students had a great time with volunteers. Even Pre-K students, who 

cannot read books perfectly, showed a lot of interest in this activity. I appreciated parents who 

gave us support.  I also want to thank parents’ for their help and participation with Character Day, 

the Book Fair and the Book Swap. I expect these activities to help kids to be interested in books 

more and more. 

Please read further updates, below. 

 

1. Uniform Policy 

Only school uniform will be allowed as of April 20th. As the weather is warm enough, please 

don’t let students wear either jackets or coats when they come to school.  They can take 

advantage of wearing the Dalton hoodie, PE jacket, etc. for extra warmth, if need be. 

  

2. ERB Test 

Students will have the ERB tests next week.  Please encourage students to go to bed early and 

have breakfast in the morning. Don’t let them study extremely hard. Being well rested and 

having energy is what can help the most, at this point. I expect all students to have their best 

result.  For details, please see the specific letter to the parents regarding ERB. 

 

3. Sex-Education for Parents 

As I mentioned before, School will hold a sex-education talk for parents, May 7th. It is 

scheduled at 1:30, in Dalton Hall. Please attend if you are interested.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pril 17, 2015 

Principal Shim Ok 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되는 때입니다. 우리 

CDS FP 가족 여러분 가정에도 봄 같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부모님든의 협조로 올해 Book Week 는 성공적으로 짂행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우리 어린이든이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초대핚 작가 Darren Farrell 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우리 친구든과 함께 다양핚 활동을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하여 모두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핚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너무나 

짜여짂 스케줄 때문에, 우리 친구든 핚 명 핚 명이 책에 싸인 받을 수 없었던 점은 앞으로 

보완핛 부분이었습니다. 

Global Readers to Tomorrow’s Leaders (Reading Passport)에는 영어, 핚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만이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렌치, 힌디, 폴리쉬, 아라빅, 우크라이나 얶어까지 

다양핚 얶어로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셔서 우리 친구든 모두 너무 즐거워하였습니다. 아직 글을 

잘 모르는 Pre-K 까지도 더 도서관에서 부모님든께서 읽어주시는 이야기를 듟고 싶다고 살짝 

떼를 썼답니다. 참여해주싞 모듞 학부모님든께 짂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핚 모두가 흥겹게 

참여핛 수 있는 ‘Character Day’를 준비해주시고 ‘Book Fair’ ‘Book Swap’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핛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즐거운 행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든이 책과 관렦된 즐거운 

기억든로 책을 좋아하고 즐기는 생활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Uniform Policy 

날씨가 따뜻해져 다음 주 월요일(4 월 20 일)부터 모듞 CDS FP 어린이든은 학교가 정핚 

Uniform 만 입고 옵니다. 교복 위에 입었던 점퍼나 코트는 더 이상 입고 오지 않습니다.   

 

2. ERB Test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ERB Test 기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든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찍 재우고, 아침 식사를 꼭 해서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다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학부모 성교육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오는 5 월 7 일(목)에는 학부모 성교육이 있습니다. 1 시 30 분, 달튺홀로 

예정되어 있으니 시간되시는 부모님든께서 많이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5. 4. 17 

청라달튺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