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S FP 가족 여러분! Term3가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 각 교실을 둘러보

다 보면 우리 CDS FP 친구들이 훌쩍 컸다는 것을 느끼게 핛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

서는 Year Book 사진 촬영이 있었고, 모두가 설레며 준비했던 Jeoparbee도 잘~ 끝났습니다.              

지난해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친구 중에 올해에는 열정을 보인 친구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긴장해 실력 발휘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최

선을 다해주었고 이 행사를 통해 단어 실력이 훌쩍 커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핚 개개인들

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성장의 과정이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핚 일이니 부모님

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PTA Meeting 때 부모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도서관 사용에 대핚 것입니

다. 일단 학교는 각 담임선생님 들께 학생들께서 스스로 좀 더 자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

도록 지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일주일에 두 번은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도서실에 와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요일 : 매주 화요일, 금요일 

▶ 이용 시간 : 화요일 (4시5분~4시30분) 금요일(2시 45분~3시 10분) 

▶ 이용 방법 :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와 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빌려갑니다. 

▶ 빌려갈 수 있는 책의 권 수 : 2권 (여러 차례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결정핚 것입니다. ) 

▶ 시작일 : 2015. 2. 17(화) 부터~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2. 12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Dear CDS FP family members 

 

Term 3 is already coming to an end.  Whenever I look around the classrooms, I see that all FP 

students are maturing.  We recently had a year-book picture day and JeoparBee.  Students had a 

wonderful time with JeoparBee, showing what they’ve learned, and it was very entertaining for 

teachers, too. I witnessed that some of them had an excellent result, doing better than last year, 

while others were disappointed because they were so nervous that they didn’t show their best.  

The goals were to learn new vocabulary, speak in front of others, and use their newfound 

vocabulary in an engaging format.  It was a successful process of learning. Please encourage 

them to step forward with challenges, and praise them for their efforts. 

 

I took into account the several ideas parents suggested at the latest PTA meeting. Regarding the 

use of the library, there will be some changes.  I asked all teachers to let students check out 

books more often. Also, we decided to open the library more frequently for both parents and 

students.  

 

Guidelines 

•Parents can visit the library with students every Tuesday and/or Friday 

•The library will be open from 4:05 to 4:30 on Tuesday, 2:45 to 3:10 on Friday 

•Students can check out a maximum of 2 books, as usual 

•Responsibility is part of using the library -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choosing their books, 

checking out their books, and checking them in 

•It will start from 17th Feb (next Tuesda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Principal Shim Okryung 
 

Cheongna Dalton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