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parents, 

Term 4 is already coming to an end. As term 5 is the last term for this school year we have 

a lot of events. I would like to mention upcoming events briefly.  

 

1. Year Book Group Photo Shoot(Apr 19th) 

Those of who are not taken pictures and who need to be retaken will be taken 

pictures. If you need to be retaken, homeroom teacher will notify student. Also we 

will take a group picture for each grade. All students must wear White polo shirts, 

Cardigan and Khaki pants no matter what classes he/she has. 

2. Term 4 Assembly(Apr 20th) 

For this assembly, 1st and 2nd graders are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based on 

what they learned from Drama and Music class. We would like to invite all graders’ 

parents. It will start at 10:30, run 1 and half hour, at Dalton Hall. 

3. Author Darren Farrell (Apr 26th) 

Author Darren Farrell, who was invited last year, will visit again. His new book has 

been released. If you would like to buy a book, it will be signed by the author and 

delivered by Mr. Farrell on the day of his visit. Please visit link below 

(http://cdsfp.weebly.com/announcements/darren-farrell-new-book-pre-sale) 

4. MAP test (May 2nd-6th) 

As we announced before, students will take tests called MAP. The detailed will be 

handed out by homeroom teachers. Following each test period, you will receive a 

report showing your child’s growth. 

5. Math Competition(Either May 4th or 5th) 

Our second Math competition is only available for Grade 3 and 4s.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s to Ms. Jennifer Kim, 1st grade homeroom teacher.  

6. MS Orientation for 4th graders(May 4th) 

       MS Orientation is planned for 4th graders and parents. It will start at 15:00, at Dalton 

Hall. 

7. Spring Soccer (May 7th) 

We might have a soccer match at Chadwick, but not decided yet. The detailed will be 

provided. 



8. Book Week(May 9th-13th) 

This is the biggest event in Term 5. A lot of interesting sessions are being prepared. 

I kindly ask parents’ support when reading books to students. 

9. Gender Education(May 16th:Grade 1 and 2s, May 17th:Grade 3 and 4s) 

We will have a Gender Education for students in grade1-4. After lunch, they will 

leave for Incheon Children Museum in Munhak Stadium. Dismissal will be the same 

as usual and students 

10. FP Sports Day(May 18th) 

 The detail will be provided 

11. Cultural Day(May 20th) 

CDS students have various nationalities and it gives students goo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I will appreciate if PA can give us support. 

12. FP Concert(Jun 2nd) 

FP Concert is scheduled and the detail will be provided. 

13. Camping(Jun 3rd -4th ) 

On Jun 3rd , the grade 3 and 4 students will take part in the second annual camping 

event at school. 

14. Arch Day(Jun 10th) 

The detail will be provided. 

15. Graduation(Jun 11th) 

The detail will be provided. 

 

All these events are good for our student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s always. 

 

Apr 18th, 2016 

Principal Shim Ok Ryung 

 

 

 

 

 

 



 

CDS FP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학기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Term4가 끝나갑니다. 

다가올 Term5는 학년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아 부모님들도 학교도 분

주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들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

다. 각각의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Year Book Group 촬영 (4월 19일) : 2015~2016학년도 Year Book에 들어갈 단체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또한 개인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는 학생과 전학온 학생들은 개인 사진도 찍게 됩니

다. 개인 사진을 찍게 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 복장 : (상의) 흰색 폴로 티셔츠와 카디건, (하의) 카키 팬츠 

   (체육이 들어 있는 학급에서도 위와 같은 복장으로 옵니다.) 

  

2. Term4 Assembly(4월 20일) : Term4 Assembly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2학년의 드라마와 

음악시간에 배운 간단한 performance가 있으니 희망하는 부모님께서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각 : 10:30~12:00 

  ▶ 장소 : 달튼 홀  

  ▶ 초대 : 1~2학년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학년 부모님들이 오셔도 됩니다.  

 

3. Darren Farrell 초대(4월 26일) : 작년에 우리 친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작가 Darren 

Farrell 이 새로운 책을 출판해서 다시 한 번 우리 FP 친구들을 만납니다. 작가 싸인을 직접 받

을수있으니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cdsfp.weebly.com/announcements/darren-farrell-new-book-pre-sale ) 

 

4. MAP Test (5월 2일 ~ 5월 6일) : 얼마 전에 Mr. Hill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MAP Test 가 위 기

간에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각 담임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이 평가는 작년

까지 실시했던 ERB Test를 대신해 하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표준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도달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5. Math Competition (5월 4일 또는 5일) : 3학년 과 4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

사입니다. 3~4학년 학생들은 이미 안내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1학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Jennifer 

Kim 선생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질문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6. 4학년 중등 OT (5월 4일) : 4학년 학생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생활에 대한 OT가 다

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학년 부모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5월 4일 오후 3시 

 ▶ 장소 : 소극장 

 ▶ 초대 : 4학년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7. Spring Soccer Game (5월 7일) : 채드윅에서 친선 게임이 있을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습니다. 

 

8. Book Week (5월 9일 ~ 5월 13일) : Term 5에 있는 가장 큰 행사인 Book Week 주간입니다. 작

가초청, Book Fair 등 매일매일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계 여러나

라 언어로 책을 읽어주는 행사에 부모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9. 성교육 현장학습 (1~2학년:5월 16일, 3~4학년:5월 17일) :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 체험관 방문 현장학습이 16일과 17일에 실시됩니다. 정상 수업 후 오후에 학교버스로 이

동하여 체험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10. FP Sports Day(5월 18일) :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11. Cultural Day (5월 20일) : 세계 20여개국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하는 CDS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PA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11. FP Concert (6월 2일) : 해마다 학년말에 있는 FP Concert가 6월 2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2. Camping (6월 3일~4일) : 해마다 전통적으로 하는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

교 안 Camping이 위와 같은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행사 일정을 짜는 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 Arch Day (6월 10일) :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14. 졸업식 (6월 11일) :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 분주한 느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FP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

시는 CDS FP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 4. 18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초등교장 심옥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