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0 Ganxi Road, Shanghai, China 200335 

www.laschina.org 

                                                      Weekly Parent Update – 2018월 1월 12일 

금주의 이슈 
 

 학교 소식 

 

Important 

Information! 

 

PTA 정기회의 

PTA 정기회의는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9:30,  

5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SLAS 페이스북 

새로와진 SLAS 

페이스북을 방문하세요! 

www.facebook.com/shan

ghailas 

 

 

하우스 유니폼 
매주 금요일에는 하우스 

티셔츠를 입고 등교합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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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 – 중고등학교 1 학기 성적표 배부 

 15 – 방과후 수업 시작 

 16 – PTA 정기 모임,  시간: 9:30  장소: 5 층 강당 

 19 –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예약금 지불 마감(아래) 

 19 – 초등학교 중간성적표 배부 

 22-26 – 초등학교 Maps 시험 

 29-2/2 – 중고등학교 Maps 시험 

 29- 참관 수업 신청 마감 

 

 

2월  

 9 -초등학교(K-G5)  춘절 기념 공연,  시간: 1PM   장소: 5 층 강당 

 12-14 – 유치부/초등학교 참관 수업(신청자에 한함) 

 12-13 – 중고등학교 참관 수업(신청자에 한함) 

 15-23 – 춘절 휴일(수업 없음, 2/26 수업시작) 

 

3월 2일(금)에 춘절맞이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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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ace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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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 15 – 19 일 
 

월요일:  

Spaghetti with Meat Balls 

Ham Sandwich 

Garlic Bread 

French Fries 

Baked Potato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화요일:  

Dumplings(Boiled/Fried) 

Hard Boiled Eggs 

Bacon Sandwich 

Roasted Sausage 

Ribs & Soup with Winter 

Melon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수요일:  

Korean Steak BBQ Pork 

Rice 

Chicken Parmigiana 

Ham Burger 

Vegetables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여행 예약금 지불 마감 

PTA 봉사활동 여행 예약금 지불 마감은 1 월 19 일(금)입니다.  

- 고등학교 Yangshuo 여행 예약금: 3050 CNY 

- 중학교 Chengdu 여행 예약금: 3150 CNY 

- 상하이 여행 예약금: 550 CNY 

 

학부모 연락처 업데이트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최신 연락처(전화, 이메일)나 기타 관련 정보를 학교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그레이드링크에 접속해서 직접 

업데이트하실수 있으며, 또는 학교 직원(한국어통역은 korean@laschina.org)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APS 시험 

 

1 월 22-26 일, 초등학교(K-G5) MAPS 시험이 실시되며, 1 월 29 일-2 월 

2 일에는 중고등학교 MAPS 시험이 실시됩니다. MAPS 시험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능력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참관 수업 신청 
 

저희 교사들의 기술, 전문성, 열의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관 

수업을 실시 합니다.  참관수업 기간은 유치원/초등학교는 2 월 12 일(월), 

13 일(화), 14 일(수)이며,  중고등학교는 2 월 12 일(월), 13 일(화)입니다.  

 

참관수업은 학부모님이 자녀의 수업에 직접 참석하셔서 SLAS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업 시간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관수업 안내문과 수칙 규정은 이미 이메일과 출력된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관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1 월 29일까지 담임교사 또는 와일드캣 

홈룸교사에게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당 참관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korean@laschina.org


Vegetable Soup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 

 

목요일:  

Deep – Fried Chicken 

Korean – Style Noodle 

Tuna Sandwich 

Vegetables 

Beef Soup  

Bread and butter/ rice 

Salad bar and fresh fruit 

 

금요일:  

Deep – Fried Pork Sticks 

Fried Rice with Greens 

Egg Sandwich 

Vegetables 

Mash potato  

Bread and butter/rice 

Salad bar/fresh Fruits 

 

 
 

 

 

 

 

 

 

 

 

 

 

 

 

 

 

 

 

 

 

 

 

 

 

 

 

 

 

 

 

 

 

 

 

 

 

 
 

 

 

 



기타 소식 
Guidance 

썸머 프로그램 & 인턴쉽 세미나 

일시: 1월 19일(금), 8:20-8:50am  장소: 5 층 강당 

 



스포츠 

고등학교 남녀 농구팀은 지난주 경기에서 각각 YCIS 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여자팀은 Suzhou 를 상대로 작년의 우승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게임을 

갖게 됩니다. 이번주 1 월 20 일에는 남녀 농구팀 모두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치들과 학생들의 선전을 바랍니다! 

 

고등학교 축구팀은 이번주 수요일 4 시에 연습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하우스 

1 학기 하우스 우승을 차지한 Black Lions 에게 축하합니다! Black Lions 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으로 2 등을 차지한 Red Lynx 를 누르고 지난 학기 

1 등을 차지했습니다! 

 

 

 

 

 



 

 

SLAS 위쳇에 가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