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Parents,
학부모님들께
Friday, Nov 6, is our first Parent/Teacher Conference of the school year. The times available will vary
for each teacher, but in general, the FP Conference takes place from 9am  4pm (lunch break from
121).
오는 11월 6일에 학부모님,선생님간의 상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선생님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On this day, we encourage you to visit your child's teacher to discuss your child's progress thus far.
Also, you are encouraged to visit at least one or more specialist teacher: ELL, KSL, Korean, Music,
Art, or PE.
학부모님들은 해당 선생님과 함께 자녀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논하게 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각 담임선생님 외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특별교과 선생님(ELL, KSL, Korean, Music,
Art, PE) 과의 상담도 신청해 주십시오.
To reserve a time to see homeroom teachers, please click on the respective links below. Similarly, to
reserve times to see the FP Administration or the FP Specialists, please click on the appropriate links.
Signups will close Thursday, Nov 5, at 9am.
상담신청을 요청하고 싶으신 선생님의 이름을 클릭해 시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5일
목요일 오전 9시 까지입니다.

PK - Ms. Roy

Music - Mr. Ramirez

K - Ms. Kim

Art - Ms. Kim

1 - Ms. Kim

PE - Ms. Kim

2 - Ms. Russell

ELL - Ms. Kang

3 - Mr. Tronsgard

KSL - Mrs. Zgirska-Lee

4 - Mr. Baker

Korean - Mrs. Yoon

FP Principal - Mrs. Shim

FP Director - Mr. Hill

There are no classes on Friday. The student should only attend the conference if the teacher has
requested it.
수업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각 선생님의 요청이 있을 시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There is no After School Program, as there is no school.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all the FP offic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arent/Teacher Conference and sharing with you your child's
progress!
학교수업도 없기때문에 애프터스쿨도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FP office 로 전화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ind Regards,
Mr. Hill
Director of Firs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