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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9 년 2 월 15 일 

금주의 이슈 
 

 학교춘절행사 

 School Action 

Plan/PTA 

Meeting 

 오픈하우스 

 기타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PTA 정기 모임 

일시: 3 월 5 일 

(화) 9:30AM,  

장소: 5 층 강당 

 

SLAS 페이스북 

SLAS 페이스북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

m/shanghailas 

 

 

SLAS 비옷(Raincoat) 
초등학교 이하 어린 

SLAS TIMES MAGAZINE 
학생들이 발행한 교재 잡지 SLAS TIMES 를 아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joom.ag/ZpPa 

 

학교 행사 및 중요 일정 
2018-2019 캘린더는 SLAS 웹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2 월 

 
 19-21- 학부모참관수업- 미리 신청 필수 

 22-PTA 키오스크- 한국부 커뮤니티 주관 

 22- 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 신청 마감 

 22- 전체 학교 춘절 행사   시간: 2PM   장소: SLAS 운동장 

 
 

3 월 

 
 1-PTA 키오스크 – 일본부 커뮤니티 주관 

 5-PTA 회의, 9:30AM, 5 층 강당 

 6-7-유치부 및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 5 층 강당; 정상수업 

 6-8-SLAS 도서판매전, 8:30AM-5PM, 1 층 Multi-Purpose Room 

 8-PTA 키오스크- 국제부 커뮤니티 주관 

 13-14-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 5 층 강당; 12:45 하교  

 15-PTA 키오스크- 중화권 커뮤니티 주관 

 19- Kindergarten 진급 입학설명회, 9:30AM, 5 층 강당 

 19-1 학년 진급 입학설명회, 2PM, 5 층 강당 

 20-6 학년 진급 입학설명회, 9:30AM, 5 층 강당 

 20-9 학년 진급 입학설명회, 5 층 강당 

 22-PTA 키오스크- 한국부 커뮤니티 주관 

 29- SLAS Talent Show, 초등학교-9:30AM, 중고등학교 2:30PM,   

       5 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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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비가 올경우를 대비해서 

비옷을 학교에 가져오기 

바랍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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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2 월 22 일(금) 오후 2 시, 전체 학교가 모여서 신년을 맞이하는 축하행사를 

합니다. SLAS 댄스와 음악 부서에서 중국 전통 댄스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난 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국 신년 전통 음식인 

Tang Yuan 을 제공합니다. 부모님들의 참석도 환영합니다. 모든 SLAS 가족분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School Action Plan Report  
3월 5일(화) 오전 9:30, PTA 회의에서 학교장 Ms. Faustina Martinez가 WASC 

Action Plan에 관한 특별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 Action Plan은 우리 

학교의 인증기관인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에 제출된 

우리 학교의 단기 및 단기 발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급 학년 오픈하우스(설명회) 
3 월 19 일과 20 일, SLAS 에서는 2019-2020 학년도에 킨더가든, 1 학년, 6 학년, 

9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픈하우스를 실시합니다. 

오픈하우스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교과과정, 선택과목 등에 

관해 소개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급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장이 직접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학부모님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지인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 장소 및 시간 - 

장소:  SLAS 5 층 강당 

시간 

Kindergarten-3 월 19 일(화)  9:30AM 

1 학년 -3 월 19 일(화) 2:00PM  

6 학년 -3 월 20 일(수)  9:30AM 

9 학년- 3 월 20 일(수)  2:00PM 

 

 



 
월요일:  

Stewed Pork 

Fried Eggs Sandwich 

Curried mixed Vegetables 

Corn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화요일:  

California Chicken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Tuna Sandwich 

Cake 

Vegetables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Italian Meat Pie 

Braised Vegetables  

Ham Sandwich  

Vegetables 

Garlic Bread 

Rice 

Salad Bar/Fresh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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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SLAS Book Fair 
3월 6-8일, 1층 Multi-Purpose 교실에서 오전 8:30부터 5시까지 정기 

도서판매전이 열립니다. 판매수익금의 10%는 학교 도서구매를 위해 기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Updates 

 

Guidance 
12 학년 학생들의 대학교 합격소식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Woong Han 학생과 Jae Hun(Peter) Lee 학생이 University of North Dakota 와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에 합격했습니다.  University of North 

Dakota 는 항공대학교 순위 2 위이며, Embry 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는 

순위 4 위에 있는 항공대학교입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Athletics 

이번 시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와일드캣 농구팀과 레이디캣 농구팀에게 

축하합니다!! 

 

During the 2018-19 SLAS D2 Basketball Season, our Boys Basketball team 

was undefeated and won all regional games against competitive school 

teams (SAS Puxi & SSIS Suzhou). In addition, the team also took 2nd Place 

during the SISAC Tournament defeating YCIS Pudong & SCIS Hongqiao! 

Although the Boys Team was just one step from taking the championship, 

they performed at their 100% even with limited facilities and practice time. 

As one of the seniors and Captain of the team, I deeply appreciate all of our 

team members for playing their best during games and Coach Rodney for 

giving all of us the support and opportunity to play united. At last, SLAS 

Boys Basketball Team made a page in history for the SLAS Athletics which 

will remain forever and cannot be easily attained! 

2018-2019 D2 농구 시즌에서, 우리 남자 농구팀은 무패를 기록했으며, 강팀 

SAS Puxi 및 SSIS Suzhou 를 상대로 모든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SISAC 

토너먼트에서 YICS Pudong 및 SCIS Hongqiao 를 모두 이기고 2 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우승컵에 한 발자욱 못미치기는 했지만, 우리팀은 제한된 

시설과 연습시간에도 불구하고 100%의 가능성을 발휘했습니다.  12 학년으로서, 

농구팀의 주장으로서 저는 모든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든 선수들과 팀이 

뭉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회를 준 Mr. Rodney 코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우리 SLAS 남자 농구팀은 SLAS 스포츠 역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Hongan Nan, G12, Co-Captain 

 

 

This season of Basketball was epitome of strength. So here’s a cheer to our 

amazing Ladycats and Wildcats Team. We’ve grown together into a 

preeminent team becoming powerful people. Basketball isn’t just something 

you play for jest. Basketball is theory, it is speculation, there’s much deeper 

meaning beyond just playing. Every single step we take forward, we take it 

cautiously. The days of hard work and thought we put into Basketball 

brought us to the top. We learnt how to work and communicate as a team. 

When on court, we are full on aggressive but play with grace. We fix each 

other’s mistakes, and lastly, we bring faith in others.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has nothing to do with genetics. It has nothing 

to do with how much potential.  We have a dream, and we know it’s not 

going to be easy. During the process of daily practice, we’ve gone through 

of a lot of disappointment, a lot of pain, but definitely gained a lot of power. 

Our conscientious coaches have encouraged and instilled life-long passion 

towards sports. Being in the basketball team personally to me has not just 

been enjoyable, but has taught me to perform as a team. It is to succeed, to 

win, and to lose as a team. “Go Wildcats!” 

이번 농구 시즌은 힘의 전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레이디캣과 와일드캣 팀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탁월할 기량을 갖춘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농구는 장난으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농구는 

단순히 몸으로 뛰는 것외에 이론과 사고력을 요하는 스포츠입니다. 매 경기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임했습니다. 고된 훈련과 농구를 향상 열정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어떻게 함께 단합하고 

소통하는지 배웠습니다. 코트위에서는 공격적이면서도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고쳐주면서 마침내 서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며, 달성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많이 좌절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마침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코치들은 용기를 주고 스포츠에 관한 일생의 

열정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농구팀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즐거웠을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팀이 성공하고 이기고 

지는 것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Go Wildcats!”  

-Gia Khiatani, G8 

 

 

House 

 

 
House event: Newspaper Paper plane challenge  하우스 이벤트  
2 월 2 일(금)에 있었던 하우스 이벤트에서, 학생들은 신문지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도전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규정을 갖고 3 개의 상을 걸고 도전을 했습니다. 기존의 종이비행기를 

접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2 미터의 높이에서 최소한 5 미터를 날아가야 하며 오로지 신문지와 

테입을 이용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Awards & Congratulations to our Wildcats!  시상 
비행기 날개가 가장 넓은 상(Longest wing span)-  Black Lions (30 points) 

동체가 가장 큰 상(Widest fuselage in diameter)- Red Lynx (30 points)  

가장 우수한 디자인상(Aesthetics award for best looking plane) - Red Lynx 

(20 points)   

 

1 학기 하우스 우승을 차지한 Red Lynx 에게 축하합니다!  

우승 기념으로 Red Lynx 는 단체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Bumble 

Bee, 초등학교는 Dogs Way Home 을 관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