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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PRE-K) 
야외 놀이: 자녀가 매일 야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바람이 세차게 불

거나 유난히 추운 날에는, 아이들이 실내 놀

이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야외 놀이를 진행합니다. 
 

영유아부 학습 기념회: 다음 영유아부 학습 

기념회는 12 월 17 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에 진행됩니다. 달력에 이 행사를 표

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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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커뮤니티이며 수준 높은 학업 성취 목표, 실생활 적용, 실용적 리더쉽 경험, 바른성품 

함양,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기회들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잠재 능력들이 발현되도록 돕습니다. 

 

초등부 (K-5) 

핵심 가치 - 용기, 실천 덕목 – 정직 

다음 주(12 월 6-10 일)는 1 학기 클럽 활동 

마지막 주입니다. 12 월 13 일부터 자녀들을 

매일 오후 3:05 에 데리러 와주십시오. 중국 

도덕 수업은 12 월 14 일 화요일과 12 월 16

일 목요일 오후 3:15-4:00 에 계속 진행됩니

다. 
 

빠르게 분기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향

후 2 주 동안 거의 모든 수업의 학생들은 다양

한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를 통해 그들이 학

습한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최선

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려면 일찍 잠

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표는 12

월 17 일에 이메일로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

다. 보관하실 수 있도록 자녀의 성적표 사본

을 저장해 주십시오. JumpRope 학부모 포털

(Parent Portal) 또한 동일한 날에 접속 가능

할 예정이며, 포털에 접속하셔서 자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진전에 대해 교사와 대화하길 원하신다

면, Seesaw 를 통해 직접 교사들께 연락하시

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6-12) 

기말고사: 필수 과목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AP 

미적분학, AP 화학, AP 환경 과학, AP 인문 지리학에 

대한 학기 시험이 12 월 9 일과 10 일에 모든 중고등

부 학생들(6-12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기말

고사 당일(12 월 9 일과 10 일)에 학생들은 학교에 정

상 시간대로 도착해야 하지만 오후 13:00 에 하교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이른 하교일 동안 귀 자녀를 위

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시도록 확인해 주십시

오. 
 

기말고사 준비: 지난주에 교사들은 시험공부 가이드

를 학생들에게 배부했으며, 12 월 3 일부터 학생들의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12 월 6, 7, 8 일)

에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기말고사 준비를 도

울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학생들 또한 여가 활동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리며, 교사들과 자주 소통하고, 효과적인 공부 전략

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 방학 학습 기회: 학생들은 12 월 18 일부터 1 월 

2 일까지 긴 겨울 방학을 누리게 됩니다. 방학 동안 해

야 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TGA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방학 동안 자신의 학습을 진전시킬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감금(Locked-In) 행사: 8-12 학년 중고등부 

학생들을 12 월 10 일 금요일 저녁 7 시부터 12 월 11

일 토요일 오전 7 시까지 진행되는 감금(Locked-In) 

행사에 초청합니다. 이 야간 행사는 게임, 시합, 음식 

및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첫 

학기 수업 종료와 겨울 방학의 시작을 축하하는 이 행

사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TGA 커뮤니티 

학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학생께 학기 전반에 

걸쳐 교사들이 보여준 모든 노고와 보살핌에 대한 감

사를 표현해 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학생 및 학부모

께서는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시거나 카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진실된 감사의 말이든 교사들에게 의

미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섬기는 것은 고된 일이

지만, 특히 자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알 

때에는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주요 일정 
12/17  2 분기 및 1 학기 마지막 날 

12/17  성적표 (2 분기) 발송 

12/18-1/2  겨울 방학 (수업 없음) 

1/17-21 음력 설날 행사 

1/29-2/13 구정 연휴 (수업 없음) 

2/14  수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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