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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9 년 11 월 15 일 

금주의 이슈 
 

 SLAS 온라인 

사진주문 

 PTA 강좌 

 기타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PTA 정기회의 

일시: 11 월 26 일(화) 

9:30AM 

장소: 5 층 강당 

 

SLAS Facebook 

SLAS 페이스북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m/sha 

anghailas 

 

SLAS Rain Coats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옷을 학교에 가져오기 

중요 행사 및 일정 
2019-2020 학년도 학교 캘린다는 학교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11 월 
 

 19-학부모님을 위한 PTA History Class, 8:55AM, Room 601 

 20- PTA 주최 학교장과의 커피간담회  9:30AM, 1 층 Multi-purpose 교실 

 22-중고등학교 Science Fair 

 22-PTA 키오스크- 일본 커뮤니티 주최 

 26-PTA 정기회의, 9:30AM, 5 층 강당 

 27-정기교사연수(2:20PM 하교) 

 29-미국 추수감사절 (수업 없음) 

 

 

12 월 
 

 3- Early Years 크리스마스 콘서트,  9:30AM,   5 층 강당 

 3- 국제부 K-2 및 일본부 G1-G2 크리스마스콘서트, 12:30PM, 5 층 강당 

 3-5 – 산타와 사진찍기(촬영 일정은 아래 안내 및 학급위쳇 참조) 

 4-국제부 3-5 및 일본부 G3-G6 크리스마스콘서트, 12:30PM, 5 층 강당 

 7-EXPO 휴교 보충수업일(출석필수) 

 7-PTA 크리스마스 베이크세일, 10:00AM-12:30PM, 1 층 Multi-

Purpose 교실  

 7-중고등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2PM, 5 층 강당 

 10-13-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13-1 학기 마지막 등교 

 14-겨울방학 시작 (12/14-1/6)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올때 우산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비옷을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45 위엔 

입니다.  비옷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후추에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House Uniform 
금요일에는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등교합니다.  

5-12 학년은 한 달에 한번 

하우스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GREEN LIFE 
환경 보호를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더이상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제외)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물병 

또는 컵을 소지해야 합니다.  

 

 

Parents’ Badge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실 때 학부모 

아이디카드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보안을 위해 아이디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ost and Found 
학교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문 수거 

사무실 118 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 교복을 비롯한 

학생의 모든 소지품에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메뉴 
 

월요일:  

Mongolian – Style Sliced 

Beef 

Rice  

이번주 키오스크에서 수고해 주신 PTA 인터네셔날 

커뮤니티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Vegetables 

Ham Sandwich 

Hot & Sour Soup 

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Curry Chicken  

Vegetables 

Egg Sandwich 

Potato salad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Philippine Pork Menudo 

Egg Fried Rice  

Tuna Sandwich  

Cream of mushroom Soup 

Vegetables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목요일:  

Broiled Pork Chop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 rice 

Salad bar and fresh fruit 

 

금요일:  

Kung Pao Chicken 

Fried Potato Wedges 

Bacon Sandwich 

Clam Chowder 

Braised Vegetables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학교에서 이번 가을에 촬영한 사진을 아래 앱을 통해 구매할수 

있습니다. 아래 구매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와 사진 찍기 

 
Nursery 부터 5 학년 초등학생들은 산타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 사진사가 촬영해서, 예쁜 액자에 담아줍니다. 어린 형제들도 

초대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좋은 기억으로 남길수 있습니다.  

 시간: 12 월 3 일(화)-5 일(목) 

 장소: SLAS 1 층 라운지 (North Pole Stattion) 

 비용: 사진 + 액자 30 RMB 

 



신청서와 비용을 11 월 28 일(목)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유치부/초등학교 크리스마스 콘서트 DVD 주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리빙스턴 미국학교에서는 

유치부 및 초등학교 2019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DVD 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비디오를 주문하시면, 부모님과 가족들은 별도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좌석에서 편안하게 콘서트를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자녀를 두고계신 학부모님께서는 DVD 가  2 개로 나누어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명의 자녀를 두고계신 학부모님게서는 아래 주문서에서 각 

학년이 속한 DVD 를 맞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월 28 일까지 주문하는 

경우에는 50 위엔에 구입할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60 위엔에 판매됩니다. 아래 

주문서와 해당 금액을 동봉하셔서 할인주문(50 위엔)은 11 월 28 일까지, 

일반주문은(60 위엔) 12 월 5 일까지 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TA 역사 강좌 안내 

 

 



기타 소식 

Guidance 

Anti-Bully Week  

 

 
 



 

 
 

 



초등학교  
2019 초등학교 과학박람회(Science Fair) 

 

 
 

올해 초등학교 과학박람회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5 학년은 과학박람회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학박람회를 대비해서 미리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3 학년에서는, 수업시간에  계란 떨어뜨리기(Egg Drop) 실험에 관해 배우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계란떨어뜨리기 실험을 위한 도구와 과학적 방법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는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4 학년은 미리 제시된 3 가지의 실험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과학박람회에서 

프리젠테이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젤리(Gummy Bear) 실험, 농도(Density), 

음식이 얼마나 빨리 부패하는가?, 부식(corrosion)에 관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5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승인한 각자의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는 The Best Bouncing bubble, The Fluffiest Cupcake, Thermal 

Insulation, Hidden Images, Bouncing Eggs, Does a potato or lemon 

produces more electricity?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3 명의 심사위원, 학부모, 학우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유창함(proficient communicator), 자신감(confident 

individual), 창의성(creative thinker), 배려심(compassionate citizen)  네 가지 

주요 덕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K-G2 저학년에서는 원하는 학생들만 참가하도록 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부모님, 교사, 학우들 앞에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프리젠테이션 

했습니다.  

3-5 학년의 과학박람회 수상자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며, 수상자들의 보드가 따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Early Years-바이오 농장 견학 

 
 

화요일에 유치부는 포동에 위치한 바이오 농장(BIO farm)으로 이번 학기 

첫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견학은 이달 학습 주제인 ”가을, 농장, 추수”와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일 농부가 되는 체험을 통해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경작하는 것을 배우고 탐구했습니다. 우선 농장을 투어하면서, 농장에서 

길러지는 여러가지 작물과 야채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심지어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트잎을 따서 집에서 다시 심고 키울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오후에는 

농장의 동물들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염소와 토끼에게 먹이를 

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 고추, 무우가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고 따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견학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