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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8 년 3 월 2 일 

금주의 이슈 
 

 SLAS Talent 

Show 

 기타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SLAS 축구장  

축구장이 보수 

공사로 인해 3 월 

22 일까지 사용이 

중단됩니다.   

 

PTA 정기회의 

PTA 정기회의는 

2018 년 3 월 13 일(화) 

오전 9:30,  

1 층 카페테리아에서 

있습니다.  

 

SLAS 페이스북 

새로와진 SLAS 

페이스북을 방문하세요! 

중요 행사 및 일정 
2017-2018 학교일정표는 SLAS 웹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March  

 2-PTA 키오스크 – 국제부 커뮤니티 주관 

 2- Dr. Seuss Celebration-유치부/초등학교 

 6-7- 유치부/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 

 6-7-SLAS 도서판매전, 8:30am-5:00pm 

 8- 대학교 입학설명회 -University of Navarre 

 12-대학교 입학설명회-University of Calgary 

 13-대학교 입학설명회-Ritsumeikan University / Nagoya University 

 13- PTA 정기회의,  시간: 9:30AM,  장소: 1 층 카페테리아 

 14-15- 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12:45 하교) 

 14-15- 중고등학교 학부모 세미나,  시간: 한국어/일본어 9-10am,  

영어/중국어 2-3pm,  장소: 1 층 Multi-Purpose 교실 

 20-대학교 입학설명회- University of Kentucky 

 21-대학교 입학설명회- Arizona State 

 22- 대학교 입학설명회 – 여러 대학교 참여(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24- 악천후로 인한 휴교로 인한 대체 수업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참가)  

 28- 정기 교사 연수(2:20pm 하교) 

 30- SLAS Talent Show, 5 층 강당,  초등학교 9:30am, 

중고등학교 2:30PM 

 
SLAS 의 신입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아래와 같이 3 명의 교사와 3 명의 보조교사(TA)를 

충원했습니다;  

Ms. Sheree Hollis- Pre-School B, Ms. Tess Parton- Grade 2A, 

Mr. Sergiu Petrescu-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Lyra Lynn Rallos, 

Sara Punzalan, Arlene Abao – Teaching Assistant 



www.facebook.com/shan

ghailas 

 

하우스 유니폼 
매주 금요일에는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합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종이컵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컵이나 

물병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학부모 명찰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학부모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항상 중시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학생은 118 호 사무실에서 

수거된 분실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니폼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소지품에는 

반드시 이름을 적기 

바랍니다. 

 

급식 메뉴  

3 월 5 – 9 일 
 

월요일:  

Italian Meat Pie 

Baked Potato with Butter & 

Chives 

Ham Sandwich  

Vegetables 

Garlic Bread 

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California Chicken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Tuna Sandwich 

Thank you PTA! 

 

 

 
 

금요일에는 인터네셔날 PTA 주관으로 키오스크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과 음료가 판매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PTA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ttp://www.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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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시즌 주의 

 
* 자녀가 37.5 도 이상의 열이 있을때는 등교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열이 있는 

학생은 스쿨버스를 탈수 없습니다.  

* 열이 있는 자녀에게 해열제를 먹여 학교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플루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중고등학생은 109 호 사무실, 

유치부/초등학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등교할 때는 (등교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학교에 갖고 와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플루, 수두, 폐렴마이코플라즈마 등과 같은 모든 전염병에 해당됩니다. 

 

학부모 교사 정기 면담 신청 

3 월에 SLAS 학부모 교사 정기 면담을 실시합니다. 유치부와 초등학교는 3 월 

6 일(화)과 7 일(수)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정기면담은 3 월 14 일(수)과 

15 일(목)입니다.  

학부모 교사 정기 면담은 자녀의 학업과 학교 생활에 관해서 교사와 직접 

대화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되도록이면 부모님들께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담신청서는 출력된 용지와 이메일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신청마감일까지 담임교사/와일드캣 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학교 사무실 109 호나 담당 통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면담 신청은 3 월 7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녀의 그레이드링크를 

확인하시고 학과목 교사와의 면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담당 통역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LAS 중고등학교 학부모님께, 

저는 SLAS 중고등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를 맡고있는 Karolynn 

Bridges 라고 합니다. 가이던스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하는 

역할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학부모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설명회의 주요한 목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진로에 관해 계획하는 “큰 그림”을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진학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교를 앞두고 준비할 과정과 

계획들이 있으며 대학교 지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은 본인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 지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개의 AP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와 학부모님이 만나 자녀의 학업과 교육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한 준비와 계획에 관해서 논의할 때입니다. 설명회는 1 층 

Multipurpose 교실에서 갖게될 것입니다.  

일본어/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3 월 14 일(수)과 

15 일(목), 오전 9 시부터 10 시까지 모입니다.  

중국어/영어를 사용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3 월 

14 일(수)과 15 일(목), 오후 2 시부터 3 시까지 모입니다.  

여러분을 모두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SLAS Guidance Department 

 
 

 

 

 

 

 

 



 
 

 

 

 



 
 

 

 

 

 

 



기타 소식 

 

Guidance 

 

 
 

 

 

 

유치부-PS-B 

 

프리스쿨 B에서는 이번주 “Animals”라는 이 달의 새로운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서식지, 특성, 먹이 등에 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읽기/쓰기 시간에도 주제와 연관된 수업을 하고, STEMM 수업에서는 주제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과 활동을 통해 강화하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I was at the Zoo”라는 책을 읽고, 동물원에 사는 동물의 종류에 

관해 이야기하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STEMM 

수업에서는 실물 크기의 사자발 모형을 프린트해서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손을 사자발 모형에 직접 대보면서 대조/비교하는 실험을 

했으며, 사자발의 실물 크기에 매우 놀랐습니다.  
 

 
 

화요일에는 “Splash”라는 책을 읽고 물에서 사는 동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STEMM시간에는 악어에 대해 학습하면서 악어의 크기, 무게, 

성장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악어가 입을 벌려 새들이 입안에 있는 

음식찌꺼기를 청소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배우고, 거대한 칫솔을 이용해서 

돌아가며 악어 양치질을 해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린 동물, 동작, 팀워크에 관해서 학습했습니다. “Splash”에 있는 

어린 동물에 관해 읽고, 동물들이 갓 태어났을때 어떤 행동을 할수 있고 어린 

동물들의 먹이 습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STEM 수업에서는 각 면에 다른 

그림이 있는 주사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돌아가며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동물의 행동을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팀워크 활동으로서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동물 퍼즐을 멎추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다람쥐의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야기를 다룬 “Squirrel’s Busy 

Day”라는 책을 읽고,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STEMM수업에서는 가정의 애완동물과 야생에서 사는 동물들에 종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Pet/Not a Pet 차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동물 그림을 

나누어주고, 애완동물인지 아닌지 구분에서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차트에 있는 묘사에 따라 동물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상상력과 몸의 표현력을 

이용해서 주어진 동물의 소리와 움직임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다양한 모양과 크기, 서식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STEMM 시간에는 놀이반죽을 이용해서 다양한 크기의 동물 모양을 만들고 

그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Dr. Seuss의 생일을 기념해서"The 

Cat in the Hat" 을 읽고 이야기의 패턴과 시퀀스를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3 학년 학생들은 올해 들어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커졌으며, 본인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쓰기 수업에서는 설득하는 글쓰기를 완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관한 정보가 담긴 Life on the Ice 를 읽고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행성, 달, 별에 관해서 배우고 있으며, 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구조와 산하 기관들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가격을 계산하고 다양한 연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영어 

 
 

9 학년 영어 수업에서는 세익스피어의 ‘‘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 우정, 가족의 흥미로운 주제와 여러가지 

코믹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로미로와 줄리엣은 연극으로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에서 성장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서양 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타입의 예술, 팝문화, 관용적 

표현과 문구들에 관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성격을 관찰하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것을 파악하며 작가들이 아이러니와 

재치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플롯과 갈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세익스페어가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디어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른 유명한 이야기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게 된 사례를 

연구하게 됩니다.  

 

SLAS 위쳇에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