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tings FP parents, 

 

Term 2 is coming to an end and thanks giving break will start tomorrow. The first day of Term 3 is 30 th, 

Monday and we planned couple of events before winter break. Please read below. 

 

1. Report Card 

We used to distribute report cards on the final day of each term. But this school year, we will send 

it on Dec  4th, Friday, because we would like to let parents know how students have completed 

their assignment until the final day of Term. You can find a guideline for analyzing report card, 

which will be helpful for set the academic strategy. 

2. Book Fair 

PTA will hold the first Book Fair of this year, on Dec 3rd and 4th.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choose books by themselves. Books will be offered at the reasonable prices. This event 

will take place in front of Dalton Hall, 10:00-17:00. 

3. Soccer Tournament 

As we already announced to parents, FP students will play soccer here at CDS, on Dec 6th.  

4. FP Winter Concert 

We will have our own FP concert on Dec 8th , Tuesday, at Dalton Hall. It will be started at 13:30, 

finish at 15:30. Students will present what they have achieved from Music and Drama classes. 

Basically students have to wear Khaki pants, White Polo, and Cardigan(Hoodie or PE jacket). Any 

sports shoes are allowed but they should be either white or black. But when performing, they will 

change cloth depending on grades.  

*We would like to invite parents to watch. 

* Time for dismissal will be the same, at 16:00 

5. Candle Light Ceremony 

On Dec 11th, students will celebrate wrapping up the whole year. Students will share breakfast in 

class. They have to wear Khaki pants, White Polo Shirts, and Cardigan(Hoodie or PE Jacket). 

Dismissal will be 11:10. 

*To prepare breakfast, please discuss with House Room Mom. 

*School bus will leave at 11:20 

6. Winter Break 

After Candle Light Ceremony, winter break will start and last until Jan 10th. On Jan 11th, students 

have to come to school by 7:50, in the morning.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Nov 25th,  2015 

Principal Okryung Shim 



 

CDS FP 가족 여러분! 분주하게 달려온 Term 2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짧은 추수감사절 방학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Term 3는 11월 30일에 시작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2015~2016학년도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

다. 

 

1. Report Card 발송 : 2014~2015학년도까지는 Term이 끝나는 날에 Report Card를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올해에는 Term2까지 공부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12월4일(금)에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Report Card를 

어떻게 보고 어린이들을 지도하셔야 할지는 Term 2 Newsletter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Book Fair : 올해 첫 Book Fair가 12월 3일과 4일에 PTA 주최로 열립니다.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

을 받아가며 스스로 책을 골라 사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중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달튼홀 앞 

▶ 시간 : 12월 3일~4일 기간 중 9시~ 오후 4시 30분까지(금요일은 3시 30분까지) 

 

3. FP Soccer Tournament : 12월 6일, 일요일에 FP 학생들이 달튼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합니다. 이미 가정통신

문으로 안내가 나갔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FP Winter Concert : 올해 Winter Concert도 초등과 중고등이 나누어 진행됩니다. 초등은 모든 학생들이 음악

과 드라마 시간에 익힌 것들을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5. 12. 8(화)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장소 : Dalton Hall 

▶ 학부모님 초대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FP 가족 여러분 꼭 참석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및 하교시각 : 정상 등교 오후 4시 정상 하교 

▶ 복장: 기본 복장 : 카키팬츠, 흰색 폴로, 카디건(후디 또는 체육복 점퍼) 

   신발 : 운동화(흰색, 검은색 등 무채색만 가능하고 오렌지 핑크 빨강 등은 안 됩니다.) 

 각 학년별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복장  

 

5. Candle Lighting Ceremony : 이 행사는 달튼의 고유 전통으로 한 해를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는 행사입니

다. 부모님들은 초대되지 않고 학생들만 참여합니다.  

▶ 일시 : 2015. 12. 11(금)  

▶ 등교 및 하교 시각 : 정상 등교 11시 10분경 하교 (School 11시 20분 출발) 

▶ 준비물 : breakfast (준비 방법은 각 반 룸맘들과 함께) 

▶ 복장 : 교복 (카키 팬츠, 흰색 폴로셔츠와 카디건((후디 또는 체육복 점퍼) 

 

6. 겨울방학 : Candle Lighting Ceremony가 끝난 후 12월 12일부터 어린이들은 4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개학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1월 11일 아침 7시 50분까지 등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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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25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