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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9 년 4 월 19 일 

금주의 이슈 
 SLAS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심포니 

오케스트라 DVD 

주문 

 2019 썸머스쿨 

모집 

 PTA 기부품 

모으기 

 기타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SLAS 페이스북 

SLAS 페이스북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

m/shanghailas 

 

SLAS 비옷(Raincoat) 
초등학교 이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비가 올경우를 대비해서 

비옷을 학교에 가져오기 

바랍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학교 행사 및 중요 일정 
2018-2019 캘린더 및 2019-2020 캘린더는 SLAS 웹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발행한 SLAS TIMES 신간이 나왔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joom.ag/Kt2a 

 

4 월  
 24- 정기교사연수  2:20 하교 

 26- PTA 키오스크- 한국부 커뮤니티 

 26- SLAS 중고등학교 봄콘서트, 2:30PM, 5 층 강당 

 28- SLAS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6 PM, Shanghai Center Theater 

 30-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여행 참가비 최종지불 마감 

 30 -K & Grade 2 Authors’ Tea, 시간: K: 2PM, G2: 1PM, 장소: 홈룸교실 

 

5 월 
 1- 노동절 휴일 

 2-Grade 1 Authors’ Tea, 1PM,  장소: 홈룸교실 

 3- 초등학교 Trimester 3 Progress Reports  

 3- 썸머스쿨 조기등록 마감 

 6-17- AP Exams 

 14- 봄콘서트(Nursery-PK),  시간: 9:30AM,   장소: 5 층 강당 

 14- 봄콘서트 국제부 G3-G4 & 일본부 G3-G6,  12:30PM, 5 층 강당 

 16- 봄콘서트 국제부 K-G2 & 일본부 G2,   12:30PM, 5 층 강당 

 20-24-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여행  

 21-Grade 3 밀납박물관 공연, 9AM-10:30AM, 장소: 홈룸교실 

 22-Grade 4 밀납박물관 공연, 9AM-10:30AM, 장소: 홈룸교실 

 23-Grade 5 밀납박물관 공연, 9AM-10:30AM, 장소: 홈룸교실 

 28-31- ESL Level Up 테스트 

 29- 정기교사연수  2:20 하교 

 

http://www.facebook.com/
http://www.facebook.com/
https://joom.ag/Kt2a


비가 오고 우산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옷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45 위엔입니다.  비옷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후추에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하우스 유니폼 
금요일에는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등교합니다.  

5-12 학년은 한 달에 한번 

하우스 이벤트가 열립니다.  

 

 

환경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더이상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제외)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물병 또는 컵을 소지해야 

합니다.  

 

 

학부모 아이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실 때 학부모 

아이디카드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보안을 위해 아이디 착용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분실문 수거 

사무실 118 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복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소지품에서 이름을 적기 

바랍니다. 

 

 

 

급식 메뉴  

 

월요일:  

Italian Meat Pie 

 

감기/독감 시즌 주의사항 

* 학생이 37.5 도 이상의 열이 있다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또한 고열이 있는 학생은 스쿨버스를 탈수 없습니다. 

*학생이 열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등교할수 없습니다.  

*독감(flu)으로 진단받았다면, 중고등학생은 109 호 사무실로, 유치부/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다시 등교하려면 (등교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독감, 수두, 폐렴 등 모든 전염성 질병에 해당됩니다.  

 

지난주 키오스크를 위해 수고해주신 PTA 중화권 

커뮤니티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Braised Vegetables  

Ham Sandwich  

Vegetables 

Garlic Bread 

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California Chicken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Tuna Sandwich 

Cake 

Vegetables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Lion’s Head(Stewed Meat 

Balls) 

Fried Eggs Sandwich 

Curried mixed Vegetables 

Corn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목요일:  

Korean – Style Noodle 

(with Minced Pork & 

Gravy) 

Pita Stuffed with Beef 

Croissant 

Miso soup 

Vegetables  

Bread and butter/ rice 

Salad bar and fresh fruit 

 

금요일:  

Stir – Fried Seafood 

Curried Rice 

Vegetables 

Hotdog 

Corn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SLAS 개교 15 주년기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교 15 주년기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후원을 위해 공연 티켓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티켓은 장당 100 위엔이며, VIP 티켓은 장당 

1000 위엔입니다.  티켓은 315 호 사무실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티켓이 판매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티켓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DVD 는 100 위엔에 주문할수 있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DVD 

 
SLAS 개교 15 주년 기념 SLAS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콘서트는 2019 년 4 월 28 일, 오후 6 시, Portman Ritz-Carlton 에 있는 아름다운 

공연장인 Shanghai Center Theater 에서 개최됩니다. 5 학년, 중고등학생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와 밴드 앙상블이 영화와 뮤지컬 음악을 포함한 

낭만파와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훌륭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이 성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연 DVD 는 장당 100 위엔에 판매됩니다. DVD 전문업체가 촬영하고 제작해서 

훌륭한 표지와 박스에 담아 판매됩니다. DVD 주문은 2019 년 4 월 26 일까지 

주문할수 있습니다. VIP 티켓을 구매하는 분께는 공연 DVD 가 무료로 증정됩니다.  
 

 



2019 썸머스쿨 모집 

 
2019년 5월 3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10% 조기 등록 할인을 받게 됩니다.   

SLAS 재학생은 수업료의 20%가 추가 할인됩니다.(학점과정 제외) 

 
 



PTA 기부품 모으기 

 

 
 

 
PTA 자선 활동에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서는 

특히 학용품과 세면용품(사용하지 않은 샴푸, 비누, 칫솔, 치약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품은 학교 후문옆 창고에 비치된 기부함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아지는 기부품은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전달될 것입니다.  

 

 

 

 

 



기타 소식 
 

Guidance 
Harvard Economics Review (HER) 와 협업하고 있는 Harvard Undergraduate 

Economics Association (HUEA) 에서는 연례 국제 에세이 경연대회 

(International Essay Competition)를 실시합니다. 15 세부터 18 세 연령 또는 

9 학년-12 학년 학생들이 참가할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에세이 실력을 발휘할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설득력있고 

체계적인 에세이 실력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2019 년 2 월 3 일, HUEA 웹사이트에 4 가지의 질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에세이를 제출할때 에세이당 $5 를 지불해야 하며, 에세이 제출마감은 2019 년 

4 월 30 일 11:59pm EST 입니다. $2300 상당의 상품이 있으며 기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에세이 심사는 HUEA 및 HER 이사진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위 15 개의 에세이는 

저명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2016 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Oliver 

Hart 에 의해서 최종 심사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https://www.thehuea.org/international-essay-contest 

에서 참조할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Senior Shout Outs! 

12 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입학허가서와 장학금 통지서를 받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mma 는 NYU Shanghai 합격에 이어 $25,000 의 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Hong An 은 Syracuse University  및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Woong Han 은 지난 합격 소식에 

이어 Western Michigan University 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Jiwon(Sam) 

Mun 학생은  한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미국 Concordia University of Irvine 

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합니다! 

 아래 사진은 소개된 순서대로 입니다.  

 

    

 

 

 

  

 

 

https://www.thehuea.org/international-essay-contest


PTA 강좌 

 
 

주제: 미국역사  

강사: Mr. James Jack Jr (SLAS 중학교 역사교사) 

일시: 4 월 24 일(수)  11:00-12:00 

장소: 601 

비용: 기부방식 



 

유치부 -Nurs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