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back to CDS First Program! The 2015-2016 school year is about to start after
summer break. I hope all students have had a great time with their families. During the break,
the school developed lots of programs and supplemented our facilities. Our faculty members
are ready to start and we will put every effort for our students to grow and learn. We are very
excited to see them again!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what to prepare for the first day of school.

1. Back-to-school day


Date: August 17th , Monday



Arrival: At FP playground, by 07:50-8:00AM. Parents are asked to park cars at the
parking area and take students to playground.



Dismissal: At FP playground, 4:00PM. Only parents can pick students up. For those of
you who take school bus, teachers will guide the students to the bus. On Friday,
dismissal will be 2:45PM



On the 17th, students have to bring simple writing instruments (pencil, eraser, etc.) and
P.E. shoes. Further details will be given by teachers on that day, about the specific
items that each student needs.



Students must wear school uniform and proper shoes. Open-toe shoes are not allowed.

2. Lab and After School Program


Lab: It will start on Aug 24th. This school year, students will choose Labs based on their
interests with guidance from teachers and parents – very similar to last year; however,
students will sign up for their Lab at school. This policy is based on the Dalton
Educational philosophy regarding Lab. On the 17th and 18th, all Lab programs will be
introduced to students and they will choose on the 19th and 20th so that parents will
be given time to discuss options with their children. I will post an additional letter with
information on all Lab programs.



After School Program (ASP): It will start on 17th. Details will be given on the 12th, Wed,
and you can sign up on 13th, Thu. ASP will be canceled if one class has 5 people or
fewer. If class is closed, a call will be made to notify the parents.

I appreciate your cooperation as usual. I will do my best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I
am looking for to seeing you all as we begin the year!

Aug 10th, 2015
Principal, Shim Ok 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곧 2015~2016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CDS FP 가족 여러분
은 긴 여름을 건강하고 의미있게 지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학교는 방학동안에도 쉬지 않고 좀 더 나은 교육을 하
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년도도 지난 학년도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첫날 준비물과 새학기 시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Ⅰ 개학날 안내
-개학 : 2015. 8. 17(월) 7시 50분
-등교 : 초등학교 운동장 7시 50분까지 (부모님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데
려다주시기 바랍니다.)
-하교 : 초등학교 운동장 4시 (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아니면 어린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4시에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께서 직접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학교버스는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버스까지 안내합니다.
금요일은 지난 학년도와 같이 오후 2시 45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합니다.
- 첫날 (8. 17) 준비물 : 첫날에는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와 체육수업용 운동화만 준비해 보내 주십시
오. 학년에 필요한 자료는 첫날 담임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 첫날 복장 : 모든 어린이들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옵니다. (신발은 운동화를 신습니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
은 신지 않습니다.)

2. Lab과 After School Program 안내
▶ Lab : 신학년도부터는 학교의 교육 철학에 맞도록 Lab를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
서 작년처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Lab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나 아직 어린 학생들이므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월요일에는 월･수 Lab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화요일에는 화･수 Lab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수요일과 목요일에 학교에서 Lab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
다. (부모님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규 Lab은 8월 24일부터 시
작하게 될 것입니다.
▶ After School : After School Program은 8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8월 12일(수)에 나
갈 예정이고, 부모님들께서 결정하는 것은 8월 13일(목)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한 학급에 6명 이상이 신청
할 때만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개설 여부는 14일 각 가정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늘 학교를 믿고 협조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2016학년도도 여러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 우리 CDS FP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날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15. 8. 10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