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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Parent Update – 2019 년 10 월 18 일    

금주의 이슈 
 

 초등학교 

학부모교사 

정기면담 

 도서관 도서구입 

 할로윈 축제 

 PTA CLASSES, 

의상 콘테스트, 

할로윈 키오스크 

 기타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PTA 정기회의 

일시: 10 월 22 일(화) 

9:30AM 

장소: 5 층 강당 

 

SLAS Facebook 

SLAS 페이스북에 

가입하세요; 

www.facebook.com/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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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 
 

 22- PTA 정기회의, 9:30AM, 5 층 강당 

 23-정기교사연수(2:20PM 하교) 

 25- PTA 키오스크, 일본 커뮤니티 주관 

 31-할로윈 축제 

 
 

 

 

 

 
 

 

 



anghailas 

 

SLAS Rain Coats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옷을 학교에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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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키오스크에서 수고해주신 국제부 PTA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 

 
유치부/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정기면담에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들을 만나 자녀의 학업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직접 듣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례 도서전시회도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학교도서관을 위한 도서 구입에 사용됩니다.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급식 메뉴 
 

월요일:  

Mongolian – Style Sliced 

Beef 

Rice  

Vegetables 

Ham Sandwich 

Hot & Sour Soup 

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Curry Chicken  

Vegetables 

Corn 

Potato salad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Korean Style Burger Patty  

Egg Fired Rice  

Tuna Sandwich  

Buttered Mushroom Soup 

Vegetables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목요일:  

Stewed Pork & Potatoes 

Noodles with Shredded 

Meat & Vegetables 

Bacon Sandwich 

Vegetables 

Cake  

Vegetables  

Bread and butter/ rice 

Salad bar and fresh fruit 

 

금요일:  

Kung Pao Chicken 

Rice 

Beef Sandwich 

Vegetables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도서 구입 

 
 

학교장 Ms. Faustina 는 국경절 연휴기간 미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새로운 

도서들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중국 현지에서 수백권의 도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SLAS 할로윈 축제 
 

SLAS 에서는 오는 10 월 31 일(목), 세 개 부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모여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는 전통적인 미국 할로윈 

축제에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수퍼히어로,  괴물, 영화 

캐릭터 등으로 분장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과 부모님의 복장을 

뽑아 시상하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할로윈 복장을 갖출 경우 2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치부와 초등학교 교사를 도와 게임을 

제작할 경우 추가의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Ms. 

Victoria Atha 에게 문의하세요. 부모님께서도 할로윈 분장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게임에 참여하고 여러 반들을 돌며 

사탕 받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할로윈 복장을 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급식을 하는 학생들은 할로윈 도시락을 받게 됩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와도 됩니다.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28 위엔을 내고 

도시락을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40 위엔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시락 주문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개별 첨부된 점심 주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피크닉은 12:00 에 야외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피크닉에서 사용할 깔개를 가져올 것을 권합니다.  

 유치부는 행사가 끝난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귀가해도 됩니다.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은 게임 운영과 사탕 나눠주기에 참여합니다.  

 PSA 와 JE Coffee 에서 간식과 음료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Sam’s Club, Epermarket, DDS Dental 이 참가해서 기념품을 나눠주고, 



 
 

 
 

 

즐거운 활동을 제공합니다. 

 행사에 참여하실 학부모님께서는 8:50 까지 각 교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은 9:00 부터 지정된 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의 참석을 바라며, 모든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쁠 경우에는 퍼레이드는 

취소되지만, 게임은 계획대로 진행되며, 피크닉은 교실에서 갖게 됩니다.  

 

 

할로윈 의상 콘테스트 

우리 학교의 매년 할로윈 축제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기발하고 

재미있는 의상을 입고 참가합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의상을 

뽑게될 것입니다. 심사분야는  가장 창의적인 의상(Most Original), 가장 무서운 

의상(Scariest), 가장 귀여운 의상(Cutest), 베스트그룹 의상(Best Group), 베스트 

메이크업(Best Make-up), 디즈니캐릭터(Disney), 수퍼히어로(Superhero), 가장 

재밌는 의상(Funniest)입니다.  

국제부 유치부, 초등학교,  일본부 유치원, 한국부 유치원에서 각 분야별로 뽑아 

시상을 하게될 것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은 의상을 입고 Ms. Faustina 에게 

확인을 받는 경우, 2 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할로윈 의상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JD.com, Taobao 또는 까프푸에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City Weekend Shanghai 에서 추천한 의상 

전문숍입니다; 

Ruby's Party  

이름: Ruby's Party 

주소: 程家桥支路 201号 137 室（一楼四门） 

연락처: 6401-6323    WeChat: 13918984097 

  

 

 

 

 

 

http://www.cityweekend.com.cn/shanghai/entertainment/rubys-party


PTA 할로윈 키오스크 

 
 

PTA 에서는 매년 할로윈 축제에서, 특별 키오스크를 열고 갖가지 기념품, 음식을 

판매합니다. 키오스크를 위해 홈메이드 음식, 음료수 등 기타 물품을 기부하실 

분은 아래 각 커뮤니티 PTA 대표에게 10 월 28 일(월)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외식업체에서도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Sam’s Club, Epermarket, JE Coffee, DDS Dental 에서 참가합니다.   

각 PTA 커뮤니티의 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Rupali Singh Pres-PTSA               Ibcs.rupali@yahoo.com 

Chinese PTA Jessica Luo              nepalesesilver@hotmail.com 

Chinese PTA Dennis Chao            841188681@qq.com 

International PTA Preeti Anand     preeti.china@yahoo.com 

Japanese PTA Masako Tanaka      machacco113@hotmail.com 

Japanese PTA Chika Mukai              chooo.0530.cooo@gmail.com 

  Korean PTA Eun Kyoung Kim        eunshine@hanmail.net 

 

 

 

 

 

 

 

 

 

mailto:eunshine@hanmail.net


PTA Classes 
PTA 에서 주최하는 PTA 강좌에 많은 부모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소식 

 

스포츠& 하우스 

 

여자 배구 챔피온 달성! 

 
 

10 월 12 일(토), 배구시즌 파이널이 열렸으며, 우리 여자 배구팀은 작년 

토너먼트에서의 부진 이후에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우리팀은 

강한 승부욕을 갖고 SCIS 와의 첫게임을 가졌습니다.  SCIS 는 먼저 BISN 을  

2-0 으로 꺾고 올라왔으나, 우리팀은 세트 스코어 26-25, 25-16 으로 승리하고 

결승전에 진출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결승전에서 SMIC 와 맞붙게된 우리팀은 

강한 상대를 맞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친 결과 드디어 마지막 세트를 15-13 으로 

이기고,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팀은 매우 열심히 훈련했으며, 

그러한 성과가 지난 토요일 챔피온쉽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팀은 결코 

포기하기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코치 Ms. Kelli, Ms. Samantha 와 팀전체에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Guidance 

 
 

 



 

5 학년 캠핑여행 

 

 
 

5 학년 캠핑여행은 일생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연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액티비티를 함께 즐겼습니다. 

학생들은 캠핑에 가기 전부터 큰 기대감에 차있었으며, 여행 당일에는 각자 

캠핑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미리 유투브나 다른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목적지인 Shanshan Island 에 

도착했을때, 많은 학생들은 매우 들떠있었으며, 어떤 학생들은 좀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점심을 먹고 액티비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룹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텐트를 치고, 나머지 반은 High Ropes 액티비티를 가졌습니다. 

5B 반의 Mei 학생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많은격려를 해주어서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라웠으며, 학생들은 

두배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여행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High Ropes 활동이 끝난 뒤에는 드래곤 보트경주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가장 빨리 보트가 나가도록 경주 했습니다. 팀별로 한명이 

리더가 되어 전체팀이 노젓는 리듬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가 좋았기 

때문에 보트 경주에서 이길수 있었어요!”라고 5A 반의 Drishti 학생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배 타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으며, 모든 

학생들은 경주가 마칠 때까지 열심히 패달을 밟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처음부터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나아갔습니다.  드래곤 보트 경주는 이번 여행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학생들은 남은 일정 기간에도 계속해서 경주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를 가졌습니다.  5B 반의 Julie 학생은 “모닥불은 매우 크고  

뜨거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잠잘 시간이 

되어서도,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 식사후, 

하이킹과 농장에서 일하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팀워크와 

용기를 기르는 것 뿐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불가능할것 같은 과제도 하나가 되어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배려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큰 

역경을 만났을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ART MATTERS 

 
                                                    
SHANGHAI LIVINGSTON AMERICAN SCHOOL 
MS PUJA KHIATANI                         PY ART CLASS NEWSLETTER                                  

“ Express your creativity, discover your uniqueness”  

Dear Parents, 

I am Happy to invite you to our journey of “Art through Ages” this Trimester. We started 

with Egyptians and went to Greek and Middle ages. 

Art Lesson Title : Ancient Egyptian Art     Grade 2-5 

Artistic Perception: Symmetry, Lines & Shape , Pattern, Space , Contrast  

Historical Context & Connection  : In this unit Students learnt about ancient Egyptians 

Belief and Culture. They were taught why and how the Royal Cats were revered and 

mummified. And how because of their belief in after life, they casted the Royal people in 

elaborated coffins called Sarcophagus and decorated their tombs. The students also drew 

Egyptian symbols and wrote their name in Hieroglyphs. They learnt about Egyptian God and 

Goddess who were given sacred power and purpose, they drew Egyptian figures by using 

grids. Grade3 also learnt about Scarab Beetle which was used as lucky charm or Amulet to 

protect them from bad omens. I showed them one such pendent which I have with me. 

They loved painting with Gold paint. We went all glittery and felt so Royal in this unit. In 

fact All that Glitters Is Gold here !! 

 

Creative Expression : Our Students learnt  how to draw proportionately by using Grids, They 

followed Symmetry and used lines to make different Pattern , learnt drawing Contour , 

created Contrast , learnt how to use Space in Art and create Texture.  

 

    



 

 

 
 
 

 

Art Lesson Title: Greek Mythology   Grade 2-5 

Artistic Perception: Creating illusion of space by overlapping , Texture ,Form , Lines , emphasis.   

Historical Context & Connection: In this unit we learnt about Ancient Greek World. Grade 2 

made beautiful seascape for Poseidon the God of sea , it was elaborately put together with 

textured paper collage and drew lovely sea animals. The Grade 3 crafted Medusa’s hair with 

clay , they rolled scary serpents. While in Grade 4 kids printed marble textured paper, the 

result was so magical , we had room full “wows”. They used element of Form to create 

Greek pillars and got to see Greek Architecture which is till date can be seen in many 

cities . I’m sure you will find them spotting a few around the town and boasting about 

what they learnt. The Grade 5 enjoyed the aroma of coffee painting, it just added on to 



their creativity, we ended up making Fresco styled Griffin painting , a powerful Greek 

Mythical creature protector of treasure with body of Lion and head of eagle. 

Creative Expression: Paper marbling, Coffee painting to create texture, Clay to make 3D, 

Wax Resist painting. 

 
 

Stay tuned for upcoming Medieval ages, knights, kings queens , and castles…  

 

 

 

 

 

We At SLAS Visual Arts Department  

are so proud of the effort and dedication students have shown to create these  

Amazing work of Art !!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