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tings First Program Families,
Time flies by, as Term 1 is already coming to an end. FP education focuses on the philosophy of the
Dalton Plan. Some of our strategies are to encourage students to choose the Lab by themselves and to
b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ey have done.
Did you enjoy Library Night? It might not have been perfect as it was the very first time, but I believe
overall parents and students had a wonderful time in school. I appreciate all the support that was
offered.

I would like to mention school regulations and upcoming events:


Sick policy

Children are subject to various illnesses. If a student is sick, he/she should stay at home for recovery.
Students feeling ill will be expected to have a rest until better or expected to come to school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subjects and Labs. As you know, swimming class has been started since this
school year as a part of PE; as one of the regular subjects all students must attend. If students are
recovering from illness or injury, a doctor’s note explaining that the student is unable to participate
must be provided.
Students with a doctor’s note may be picked up to go home, or they may observe the swimming/PE
lesson. Those without a note will be asked to be picked up from school or sent to the nurse’s office.

Upcoming events


Jogathon (Walkathon) - Sep 25th, Friday (parents do not attend this event)

Sep 25th is Jogathon Day. This is what we introduced in the FP Handbook and FP Calendar. It is a kids’
version of `We Run Cheongna’. For Pre-K through 2nd grades, the goal will be set and encourage
students to meet it. For the 3rd and 4th graders, they each will decide how far they would like to run
and they will get sponsored by their family and community. Proceeds will be given to charity and
money raised last year went to UNICEF. We will repeat this process, hoping that our students can
develop a caring personality for those in need as a member of our community. Dismissal will be the
same as usual.


Fall Fest (Annual First Program Welcome Day) - Oct 1st ,Thursday (parents should attend this
event)

As you can see from our FP handbook, this is a day when we invite our students’ parents, introduce
this year’s school and class management plans, and mingle with one another. Through this event, we
hope that all the attendees learn about community and collaboration. CDS will provide lunch.
Please let us know if you plan to attend Fall Fest as we must prepare for our lunch and activities.
Remember, all family members are invited: mom, dad, siblings, etc!
Note that students are dismissed at the end of the activities (approximately 3:00) and can go home
with the parents at that time. If the parent does not attend, then the student can return home as
regular, at 4pm, i.e. on the school bus or picked up.

Please dress sporty or casually, as we hope for participation in outdoor physical activities, by as many
parents as possible.

Fall Fest Schedule
▶ 8:00 ~ 9:00 Parents’ Free-time
▶ 9:00 ~ 9:45 Introducing 2014~2015 CDS FP Management plan (Small Theatre)
▶ 10:00 ~ 10:40 Teachers meet with parents in the classroom (each classroom)
▶ 11:00 Begin outdoor activities (playground – with parents)
▶ 12:10 ~ 13:10 lunch (school cafeteria)
▶ 13:10 ~ 2:30 outdoor activities (playground – with parents)
▶ 15:00 dismissal



Chuseok

As the school calendar shows, Chuseok Holiday will last from 26 th, Saturday to 30th, Wednesday.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in Oct 1st.
Oct 9th is national holiday but school will run normal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ep 23rd, 2015
Principal Shim, Ok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015~2016학년도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Term1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5~2016에는 우리 FP 학생들 좀 더 달튼의 교육 철학에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Lab을 부모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CDS에서 처음 시도하는 “Library Night’도 즐거우셨는지요? 처음 하는 행사라 모든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
름다운 가을저녁에 온 가족이 학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에는 잘 도달하
였다고 생각하고, 지원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학교 행사 몇 학교의 방침을 안내해드리고자 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가 아픈 경우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푹 쉬게
하는 것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집에서 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린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경우에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학년도부터는 학년에
따라서는 PE시간에 한 Term 씩 수영수업을 합니다. PE(수영)는 매우 중요한 교과 활동으로 일단 학교에 등교한 학
생들은 모두 PE(수영)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복기에 있는 학생 중에서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가오는 행사
▶ Jogathon (Walkathon) – 9월 25일(금)
FP Hand Book 과 FP Web Site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Jogathon(Walkathon)은 9월 25일에 합니다. 이
행사는 중고등학교의 ‘We Run Cheongna’와 같은 Sports 행사지만 초등 수준에 맞춰 다른 날 진행합니다. Pre-K
~ 2학년은 자신들이 얼마나 달릴 것인지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3~4학년은 달린 만
큼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후원을 받아 기부하는 행사로 진행합니다. 작년도에는 3~4학년이 기부 행사에 참여하여
모아진 수입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여 우리 친구들이 Community의
일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부모님들은 초대하지 않고 학생들은
정상 하교를 하게 됩니다.

▶ Fall Fest (Annual First Program Welcome Day) - 10월 1일(목)
FP Hand Book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해 학교 및 학급 운영 계획을 소개해드리고, 부모님
과 학생들이 서로 함께 소속된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는 날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Community 와
Collaboration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날 점심은 학교에서 준비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정상 등교
하며, 부모님들은 9시까지 Small Theatre 로 오시기 바랍니다.

Fall-Fest 에 참여하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Fall Fest Schedule
▶ 8:00 ~ 9:00 Parents’ Free-time
▶ 9:00 ~ 9:45 Introducing 2014~2015 CDS FP Management plan (Dalton Hall)
▶ 10:00 ~ 10:40 Teachers meet with parents in the classroom (each classroom)
▶ 11:00 Begin outdoor activities (playground – with parents)
▶ 12:10 ~ 13:10 lunch (school cafeteria)
▶ 13:10 ~ 2:30 outdoor activities (playground – with parents)
▶ 15:00 dismissal

학생들은 행사가 끝나면 부모님들과 같이 하교하며 약 3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참가하지 않
는 학생들은 평소와 같은 시각인 4시에 하교하게 됩니다. 스쿨버스는 평소와 같은 시각에 운행합니다. 여러가지 외부
행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길 추천합니다.

▶추석연휴
학교 Calendar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6일(토)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학생들은 10월
1일에 다시 등교하게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공휴일이지만, 우리 학교는 정상 수업을 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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