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CDS FP Members, 

 

This school year is coming to an end. I believe that all parents are being busy helping students finalize 2014-2015 

school year. We have several educational plans before summer break; please read below carefully. Dismissal on 

the days mentioned below will mostly occur as regular; even ASP will take place as usual; the exception will be 

Arch Day, which will have early dismissal. 

 

1. Field Trips 

 Each grade will visit different places. Field Trips for grades 1, 2, 3 and 4 will occur regardless of weather. But as 

PK and K grades will go on a picnic to park for their field trip, it might be postponed if it rains. Please pack 

yourself a healthy lunch (no junk-food, please)!  Students are responsible to bring their individual lunches, i.e. 

lunches will not be prepared by school or the PTA.   

 

If you have a fee to pay, please contact each grade’s’ Room Mom 

 

Date Grade Venue Expect to bring Cost Expect to wear 

May 27th 4 CheongwadeaSarangchae, 

Unicef 

Lunchbox, 

Snack and water 

N.A. Khaki Pants, 

CDS polo shirts 

May 27th 1 and 2 Incheon Science Museum, 

Incheon sex education 

Museum 

Lunchbox,  

Snack and water 

5,000KRW Khaki Pants, 

CDS polo shirts 

May 28th 3 Incheon Science Museum, 

Incheon sex education 

Museum 

Lunchbox,  

Snack and water 

5,000 KRW Khaki Pants, 

CDS polo shirts 

May 28th PK and K Lake Park Lunchbox,  

Snack and water 

N.A. PE uniform 

 

2. Cultural Day (May 29th Friday) 

Students of CDS FP come from 18 different countries. I believe that it will be very meaningful to experience 

others’ cultures. The PTA is preparing the morning’s activities, and we will share a more detailed agenda, next 

week.   

In general, know that parents are invited to attend Cultural Day from 9:00-13:10. 

-morning cultural events from 9:00-12:00 

-lunch from 12:10-13:10 

 

3.Jeopar-bee 

The Final Jeopar-bee events are scheduled on June 10 (G3, G4), June 11 (PK, K) and June 12 (G1, G2) from 

8:30-10:30, which help students raise interest and knowledge in vocabulary.  

Please encourage students to show what they have learned, and that competition i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Parents are invited to attend! 

 



4. Annual Camping Event (from afterschool Jun 5th, until 9:00 AM, June 6th) 

The 3rd and 4th graders will be camping at school. We will announce details, soon. 

 

5.Summer Performance(Jun 18th Thursday) 

We plan to have Summer Performance on Jun 18th, Thursday. Please come and see the students perform.  A 

detailed scheduled will be shared, soon.   

*Parents are invited. 

Time Who will perform Activity Venue 

10:30-11:00 K and Grade3 Musical, The Lion King Small Theater 

13:00-14:00 All FP Each grader’s performance Small Theater 

14:15-14:30 Violin Club Playing with MSHS students Dalton Hall 

14:50-15:40 MSHS students Music and Dance Presentation Dalton Hall 

 

6. Arch Day(Jun 19th, Friday) 

It is one of CDS traditions, students go through the Arch celebrating completing a year. On this day, students 

have breakfast at school. This will be the last day of this school year, and summer break will start. The start of 

2015-2016 school year is Monday, Aug 18th. 

-What to wear: khaki pants, shorts, capris, skirt, skort; CDS white polo shirt 

-Preparation: Breakfast 

-Dismissal: Around 11:00 (School buses are scheduled to leave at 11:10) 

*Parents are not asked to attend this event (the Dalton Hall will be full with FP, MS, and HS students and staff. 

 

7. Graduation (Saturday, Jun 20th, Grad Ceremony 10:00, Grad lunch ~11:30) 

For the First Program, this event is for 4th graders. Students must wear khaki pants or skirt; CDS white polo 

shirts; black dress shoes. Lunch will be offered to both parents and students. More details will follow. 

*Parents are invited to attend the ceremony and the lunch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May 22nd,2015 

Principal Shim, Ok 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학년말이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을 이어 학교도 준비로 바쁘지만,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분주하실 겂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들이 교육적인 겂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핛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rch Day를 제외하고 모든 

날은 평소와 같은 시갂에 끝나고, After School도 있습니다. 

  

 

 

 1. 현장학습 (5월 27일~28일 중 각 학년 별로 실시) 

이번 현장학습은 학년별로 실시됩니다. 각 담임선생님들 께서 특별히 요청하는 겂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현장학습이 실시되지만, Pre-K와 K는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날로 연기됩니다.  

(비용이 있는 학년에서는 Room Mom과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학년 장소 준비물 비용 복장 

5월 27일 4 청와대/유니세프 점심, 갂식, 물 없음 
카키팬츠 

달튺폴로 

5월 27일 1&2 
안천어린이박물관 

외 성교육 체험관 
점심, 갂식, 물 5,000원 

카키팬츠 

달튺폴로 

5월 28일 Pre-K & K Lake Park 점심, 갂식, 물 없음 체육복 

5월 28일 3 
안천어린이박물관 

외 성교육 체험관 
점심, 갂식, 물 5,000원 

카키팬츠 

달튺폴로 

 

 

 

2. Cultural Day (5월 29일 금요일 )  

 CDS FP에는 약 18개 국가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옧해 처음으로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핛 수 

있는 Cultural Day 행사를 PTA와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시간 진행주체 주요 활동 복장 

8:00~9:00 학급활동 각 학급에서 준비핚 활동 각 나라 젂통 의상 

9:00~12:00 PTA 

▶중국 노래와 놀이배우기  

▶세계 여러 나라 음식 체험하기 

▶세계 여러 나라 국기 만들기 

▶젂통 놀이 기구 만들기 등 

각 나라 젂통 의상 

12:10~13:10 점심시갂 (부모님과 함께 식사) 각 나라 젂통 의상 

13:10~14:30 CDS FP 각 나라 젂통 놀이(Game) 배우기 각 나라 젂통 의상 

 

 ◉  부모님들도 초대합니다. 참가하싞 부모님들께는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3. Jeopardy (6월 10,11,12일 ) 

우리 친구들의 어휘에 대핚 관심을 높이기 위핚 2차 Jeopardy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발젂핚 겂들을 축하하고 즐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학년 시갂 장소 

Pre K~K 6월11일 오케스트라 룸 

1~2 6월12일 오케스트라 룸 

3~4 6월10일 오케스트라 룸 

 

4. Annual Camping Day (6월 5일 금요일~6월 6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3학년과 4학년이 학교에서 캠핑을 하는 날입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부모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5일 저녁과 6일 아침 식사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5. Summer Performance (6월 18일 목요일) 

6월 18일에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핚 여러 가지 Performance를 보실 수 있는 날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시갂 참가 학년 내용 장소 

10:30~11:00 K & 3학년 뮤지컬 라이옦 킹 소극장 

13:00~14:00 Pre K~4학년 각 학년 발표 (FP 학생 젂체 참가) 소극장 

14:15~14:30 바이옧린부 학생 중고등학교 언니들과 함께 연주 달튺홀 

14:50~15:40 중 고등학교 학생 Music & Dance presentation 달튺홀 

 

6. Arch Day (6월 19일 금요일) 

이 날은 달튺의 젂통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1년을 잘 마친 겂을 기념하며 Arch를 통과하는 의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식사는 각자 준비해 옦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핚 해를 마무리 합니다. Arch Day를 끝으로 Pre 

K~3학년은 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2015~2016학년도 개학은 8월 17일,월요일 입니다.  

▶ 복장 : 카키 팬츠, 흰색 폴로 

▶ 준비물 : 각자 먹을 아침 식사 

▶ 하교 시각 : 약 11시 (학교버스가 11시 10분경에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  부모님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7. 졸업식 (6월 20일 토요일) 

2014~2015학년도 졸업식이 있습니다. 4학년만 참석합니다. 

▶ 복장 : 카키 팬츠(스커트), 흰색 폴로, 검정 구두 

▶ 시작 시각 : 10시 

▶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부모님은 학교에서 준비핚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  4학년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늘 학교 일에 협조해주시는 CDS FP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5. 22 

청라달튺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