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FP parents, 

 

Time flies by so fast that winter break is around the corner. We have had a lot of 

reg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 believe that all of them help kids to grow 

up in terms of Dalton Philosophy. For sure, all faculty members will do their best 

to give the best education to students. 

Students will be assigned winter vacation homework. If a student is not exposed 

to English enough, there might be obstacles after the break. All assignments are 

short in (daily) duration. Please encourage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I would like all students to enjoy winter break with various activities, such as 

travel and exercise. I look forward to a great start in the New Year. 

 

1. House Breakfast and Candle Lighting Ceremony – Friday, Dec 11th, 

2015 

School will start at the same time as usual, but dismissal will be at 11:20. 

Students have to prepare their own breakfast and wear khaki pants, white polo 

shirts, and cardigan.               

* School bus will leave at 11:30  

2. Back-to-School Day – Monday, Jan 11th, 2016  

Students have to get to school between 7:45-8AM, and dismissal will be at 

4:00PM. Homeroom teachers will notify what to prepare for the d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ee you next year! 

 

Dec 10th, 2015 

Principal Shim, Ok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간들이 흘러 이번 주말부터는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전반기 학기에는 정규교과 교육 과정 운영 이외에도 교육 과정을 돕는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각각의 행사들은 우리 CDS FP 어린이들이 학교의 교육 철학에 

맞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CDS FP 전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 어린이들을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약간의 방학과제를 제안하실 

것입니다. 학교 밖은 영어 환경이 아니라 꾸준히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개학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과제는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어린이들 하루에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에 맞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평소 하기 어려웠던 가족 

여행이나 여러 가지 체험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1. 방학날 안내 (Candle Lighting Ceremony ) 

▶ 일시 : 2015. 12. 11(금)  

▶ 등교 및 하교 시각 : 정상 등교 11시 20분 하교 (School Bus 출발 : 11시 30분) 

▶ 준비물 : breakfast 

▶ 복장 : 교복 (카키 팬츠, 흰색 폴로셔츠와 카디건)  

 

2. 개학날 안내 

▶ 일시 : 2016. 1. 11(월) 정상 등교(7시 45분에서 8시 까지), 정상 하교(4시 하교) 

▶ 준비물 : 각 담임선생님들께 요청하신 내용대로 준비 

 

 
 

항상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보람있는 

겨울방학 보내고 2016년 1월 11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2015. 12. 10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