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0 Ganxi Road, Shanghai, China 200335 

www.laschina.org 

                                                                       Weekly Parent Update – 2017-18 학기말 

금주의 이슈 

 

 2018 졸업생 

 여름방학 

읽기과제 

 썸머스쿨 

 학교소식 

 

Important 

Information! 

 
 

SLAS 페이스북 

SLAS Facebook 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

m/shanghailas 

하우스 유니폼 
금요일에는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합니다.  

 

환경보호 
SLAS 는 환경 보호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개인 물병이나 

컵을 소지할 것을 권합니다.  

 

학부모 명찰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중요 행사 및 일정 
2018-2018 학교일정표는 학교웹페이지 www.laschina.org 에 있습니다.  

 
6 월  

 

 19-8/3 SLAS 썸머스쿨 

 

7 월 

 4- 썸머스쿨 7 월 4 일 미국독립 기념일 기념 행사  

 

8 월 

 

 3-썸머스쿨 종강 

 13-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3-중고등학생 수업시간표 배부, 10am – 3pm, Room 311 

 14-1 학기 개학 

 

아래는 학교 행사의 후원업체들입니다 

 

 

http://www.facebook.com/
http://www.facebook.com/


보안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실 때 반드시 학부모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 분실물 
학교에서 분실한 물건은 

118 호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분실물을 예방하기 위해 

교복을 비롯한 모든 개인 

물품에 이름을 쓰기 

바랍니다. 
 

 
 

 

 

 

 

 

 

 

 

 

 

 

 

 

 

 

 

 

 

 

 

 

 

 

 

 

 

 

 

 

 

 

 

 

 

 

SLAS 2018 12 학년 졸업생 

 

 
 

 

2018 학년도 12 학년도 졸업생들에게 축하드립니다!!! 
 

2018 학년도 SLAS 졸업반은 SLAS 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문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성숙을 이룰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의 일류 대학들에 진학하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년에 수천달러에서 학비의 반액 또는 전액에 

이르는 많은 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 대학 외에도 일본, 

스페인, 한국, 중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며, 모든 졸업생들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Valedictorian, SLAS Senior Scholarship, and 

SLAS Legacy Award   수석졸업, SLAS  

장학금, SLAS 레거시 어워드 수상 

 Howard Yan 은 SLAS 에서 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 13 년간을 공부했습니다. 

GPA 평점 4.39 의 높은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전세계 상위 1%에 속하는 SAT 1530 점을 

받았습니다. Howard 는 많은 학교 클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SLAS National 

Honor Society 창립멤버입니다. SLAS 

12 학년중 학업과 과외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1000USD 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초중고 전과정을 SLAS 에서 

수학함으로 SLAS Legacy Award 를 

받았습니다. Howard 는 미국 버클리 대학교 

공과대학을 진학할 예정입니다.   

 
Salutatorian SLAS Senior Scholarship 

차석졸업, SLAS 장학금 수상 

Yu Kuan(James) Ma 는 초중고 과정의 거의 

대부분을 SLAS 에서 수학했습니다. GPA 

평점 4.30 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전세계 

상위 5%에 속하는 SAT 1440 점을 

획득했습니다. James 는 National Honor 

Society 멤버로 활동했으며, 학생회와 많은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James 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Dana Lee Collins: Donghua University  

Awards: Graduated with 2nd Honors  

 

 
Taro Ikeda:  

Colleges: Johnson & Wales University $12,000 scholarship, New England 

College $25,000 scholarship, Concordia Of Irvine, LIU Brooklyn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Jin Young Han: Yonsei University, Korea University , Sogang University, 

Sungkyunkwan University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성균관 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합격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Takuro Kiyota  

Colleges: Takuro is waiting on acceptance from Japanese Universities  

Awards: Graduated with 3rd Honors 



 
Cathryn Jiang 

Graduated 2018 

 

 

 

  
 

Jennifer Jiang 

Graduated 2018 

 

 

 

 



 

 
 
Tsubasa Kasari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SLAS Senior Scholarship for 

Outstanding Extracurricular Involvement - $500 Scholarship 

 

 

 
 
Sung-Jun Kwon:  

Colleges: Johnson & Wales University, Korea Aerospace University, other 

Korean universities pending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Shawn Keiran Alexander Lupori 

Colleges: JiaoTong University 

 

 

 

 
 

Mina Marinkovic: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Highest unweighted GPA. 

Colleges: IE University of Spain with 50% Tuition Scholarship 
 



 

 

 
Soo-Yeon Nam: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Colleges: Concordia of Irvine 

 

 

 
Ricalyn Sandoval: 

Awards: Graduated with First Honors 

Colleges: Barry University Full Scholarship, University of Tampa, University 

of Arizona $6000 scholarship per year 

 



초등학교 여름방학 숙제(Summer Reading Program) 
 

 

친애하는 K-G5 학년 학생 학부모님께, 

 

즐거운 여름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킨더가든부터 5 학년으로 진급하는 모든 

상하이 리빙스턴 미국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의무과제인 여름 방학 읽기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후에도 수준높은 

글쓰기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엄격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읽기/언어 

표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2 학년에 이를때까지 해마다 2 백만 개의 어휘를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독서를 통해 어휘와 독해력을 배양함으로 

작문과 시험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 저명한 학자인 Dr. Stephen 

Krashen 의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된바 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 여러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은 독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독서는 

타고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야구나 악기 연주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것입니다. 더많은 연습을 할수록 더 발전하게 됩니다.  

  

각 학년별로 첨부된 도서 리스트와 관련 액티비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과제는 학교 

홈페이지 www.laschina.org 에서 summer reading 

탭버튼을 클릭하신후 오른쪽 박스에 있는 summer 

reading password 를 입력하셔도 보실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로지 SLAS 학생들만을 위한 자료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기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에는 다양한 레벨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서에 관심을 갖고 매일 규칙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에서, 수영장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실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훌륭한 독서가가 되며, 여러분은 이 멋진 도전에 동참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2018-2019 학년도 학년 또는 레벨에 맞게 정해진 읽기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이 책들은 내용, 스타일, 재미에 따라 

엄선되었습니다. 각 학년 교사들이 수업 목적에 따라 직접 선정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여름방학 읽기 과제를 완성해야 하며, 이는 1 학기 점수에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여름방학 읽기 프로젝트는 2018 년 8 월 24 일까지 담당 영어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평가된 후 교실, 복도, 미디어 센타에 

전시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310 호 사무실의 

Ms. Sam 에게 sam@laschina.org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오바오로 

주문하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새로운 학년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에서 판매하는 워크북을 주문해서 학습할것을 권합니다. 워크북은 

SUMMER READING 
PASSWORD: 

bluebird2018 

 

http://www.laschina.org/
mailto:sam@laschina.org


50 위엔이며, 돈은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면 담임교사는 310 호에 전달하게 

됩니다. 워크북은 Scholastic 에서 출판한 것으로서 주문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워크북은 8 월 31 일까지 제출하면 채점을 받게 됩니다. 학교 

교직원이 채점을 해서 두 주 이내로 돌려주게될 것입니다. Summer Reading 
Challenge 에 참여해서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하는 학생들은 9 월 7 일(금)에 

기념행사를 하게됩니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필수과제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독서를 해야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reading celebration 

party 에 참석해서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방학기간 읽은 책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장 이메일 faustinamartinez@laschin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실때는 “summer reading”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에게 보람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austina Martinez M.A.Ed  

Head of School 

Shanghai Livingston American School 

 

 

중고등학교 여름방학 과제 
 

친애하는 6-12 학년 학생 학부모님께, 

 

즐거운 여름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6 학년부터 12 학년으로 진급하는 모든 

상하이 리빙스턴 미국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할 여름 방학 읽기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후에도 수준높은 

글쓰기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엄격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읽기/언어 

표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12 학년에 이를때까지 해마다 2 백만 개의 어휘를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독서를 통해 어휘와 독해력을 배양함으로 

작문과 시험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 저명한 학자인 Dr. Stephen 

Krashen 의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된바 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 여러권의 책을 

읽은 학생들은 독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독서는 

타고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야구나 악기 연주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것입니다. 더많은 연습을 할수록 더 발전하게 됩니다.  
 

각 학년별로 첨부된 도서 리스트와 관련 액티비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과제는 학교 홈페이지 www.laschina.org 에서 summer reading 

mailto:이메일faustinamartinez@laschina.org
http://www.laschina.org/


탭버튼을 클릭하신후 오른쪽 박스에 있는 

summer reading password 를 입력하셔도 

보실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로지 SLAS 

학생들만을 위한 자료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기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에는 다양한 

레벨의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서에 관심을 

갖고 매일 규칙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에서, 

수영장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실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훌륭한 독서가가 

되며, 여러분은 이 멋진 도전에 동참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2018-2019 학년도 학년 또는 레벨에 맞게 정해진 읽기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이 책들은 내용, 스타일, 재미에 따라 

엄선되었습니다. 각 학년 영어 교사들이 수업 목적에 따라 직접 선정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여름방학 읽기 과제를 완성해야 하며, 이는 1 쿼터 점수에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여름방학 읽기 프로젝트는 1 학기 두번째 영어수업까지 담당 

영어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평가된 후 교실, 복도, 미디어 

센타에 전시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310 호 

사무실의 Ms. Sam 에게 sam@laschina.org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오바오로 주문하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6-12 학년 학생들은 진급하는 

학년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에서 판매하는 어휘책인 Sadlier Oxford 를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120 위엔입니다. Sadlier Oxford 는 SAT, ACT, 

TOELF 과 같은 공인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저명한 학습서입니다. 교재는 2018-2019 학년도 8 월 학기 

개학 첫주에 학생들에게 배부될 것입니다. 비용 120 위엔은 2018-2019 학년도 

1 학기 두번째 영어시간까지 담당 영어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영어교사가 310 호 사무실에 전달할 것입니다. 어휘책은 여름방학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장 이메일 faustinamartinez@laschin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실때는 “summer reading”이라고 제목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녀들에게 보람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austina Martinez M.A.Ed  

Head of School 

Shanghai Livingston American School 

 

 

 

 

SUMMER READING 
PASSWORD: 

bluebird2018 

mailto:sam@laschina.org
mailto:이메일faustinamartinez@laschina.org


업데이트 

 

House 
학기말에 열린 마지막 하우스 이벤트에서는 재활용 자료를 이용해서 창의력과 

패션 감각을 살린 패션쇼를 열였습니다. 신문지 패션쇼는 각 하우스별로  

오로지 신문과 박스 테입만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의상을 두 시간안에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최고의 악세서리, 최고의 런웨이 워킹을 

보여준 하우스에게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하우스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Red Lynx 가 이번 학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하우스 팀들에게 축하하며, 올해에 모든 와일드캣들은 

하우스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SLAS Graduating Classes 
 

킨더가든 졸업 

 

 

 
킨더가든 졸업식을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며, 오셔서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이 리빙스턴 미국학교 킨더가든이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5 학년 졸업 

 

 
 

6 월 13 일, 오후 1 시에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으며, 이날은 즐거움과 축하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 학생들은 필드트립, 캠핑여행, 학교 생활을 통해 SLAS 의 중요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었으며, 어디에 

가서든 중요한 가치들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의 졸업식 기념노래는 A Million Dreams 이며, 교사로서 학생들이 자라면서 

수많은 꿈을 갖고 노력해서 그러한 꿈들을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장 Ms. 

Faustina 가 졸업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이 중학교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자랑스럽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5 학년 교사 일동은 졸업식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 Ms. Irene Gonzalez, Grade 5 Homeroom Teacher  

 

 

 

 

 

 

 

 

 

 



8 학년 수료식 

 

 
 
6 월 13 일(수), 8 학년은 중학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인 Robert 

Tynon 이 오프닝 연설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커뮤니티 봉사활동과 학교 중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성적우수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발표한 

스피치를 통해 가족, 친구,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중학교 기간의 즐거운 

추억들을 나누고, 여러 수업에서 배운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SLAS 에서 수학한 학생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8 학년 전체가 노래와 바이올린 

연주로 이루어진 “You Raise Me Up”을 합창했습니다. 수료식은 Ms. Faustina 의 축하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치부 

 

식물원 견학 

 

유치부는 서산 식물원을 견학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고 꽃과 식물을 

탐구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Chocolate Factory!  

 

3 학년은 지난 수요일 상하이 초콜릿 공장을 방문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스가 9:30 에 학교를 출발할때, 학생들은 모두 들떠있었습니다! 

견학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공장을 견학하면서 초콜릿의 생산 원료부터 

제작과정을 배우고 직접 시식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다크 초콜릿을 

맛보고는 쓴 맛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2017-2018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SLAS 위쳇에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