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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 Newsletter- June 2020
안녕하세요, TJS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늦어진 5월 새 학기 시작이 어언 1달이 다 되어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TJS 친구들을 만난 기쁨과 함께 아직은 코로나 19의 종식이 아니기에
가정과 원에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새학기가 되었으면 합
니다. 비록 늦어진 2020년 새 학기지만 올 한 해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월 Session 안내

◼

Track

Begins

Ends

월수금 반 (주3회)

5/27(Wed)

6/22(Mon)

화목 반 (주2회)

6/2(Tue)

6/25(Thurs)

개강 첫 날 새로운 Lesson Plan 이 나갑니다. 확인하시고 6월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 학부모님의 연락처 및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 반드시 상담데스크로 연락해 주셔서 공지사항 전달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TJS 원 내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안내 및 당부 말씀

우리 TJS는 4월 개강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모든 원아, 선생님 및 방문자 발열 체크와 함께 손 씻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규
칙적인 원내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는 선생님들을 포함 모든 원아들이 마스크
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원아들에게 꼭 마스크를 쓰고

등원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 Kids Note 시작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우리 TJS는 학부모님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창으로 Kids Note를 시작합니
다. 기존 문자로 보내졌던 원 전체 및 담임선생님의 반 공지사항이 주로 이루어지며, 또한 학부모님
들께서 문의 사항을 남겨 주시면 해당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드립니다.
(즉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기존 원 데스크로 유선 연락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TJS 학부모님께 초대 문자 발송이 이루어졌으며, 수락하신 학부모님과는 소통이 이루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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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아직 수락을 안 하신 어머님께서는 원으로 초대문자 재발송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문자 수신 후, 1주일 이내에 수락해 주셔야 초대가 이루어 집니다.)
좀 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원이 되기 위해 우리 TJS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 Session Activity 안내

5월 Session 첫째 주, TJS에 처음 등원하는 오후 유치부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Orientation을 시
작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사를 마치고, 둘째 주 실시된 Welcoming Activity 에서는 계획
되었던 Cooking 대신에 어버이날 카드와 함께 감사 꽃을 만들어 보는 Craft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Activity 로는 6월 25일(목), 26일(금) International Day Activity 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Activity를 통해 여러 나라의 간단한 정보와 문화를 공부하고 음식과 노래도 함께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 화목 반: 6월 25일 (목) / 월수금 반, Elite 반: 6월 26일(금)
★ 1교시는 정상 수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니 가방은 챙겨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TJS 도서관 안내 (5월 11일 Open)

◼

⚫ 이용대상: Reading Level 이상의 클래스 (Phonics Class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도서관 이용방법: 정해진 요일에 교사와 함께 도서관 방문, 도서 반납과 대여
-

이용 요일을 기억해주시고 정해진 날짜에 꼭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의 도서관 이용 요일은 원어민 선생님의 레슨플랜에 표기됩니다. 참고해주세요.

-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책은 두 권씩이며, 미 반납된 책이 있는 경우는 추가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

더 많은 책을 빌리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날짜 이외의 수업시간이라도 빌려간 책을
반납하면 다시 대여를 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구입 안내

◼

새 교재는 개강일 수업 시간에 배부됩니다.
교재를 미리 구입한 친구들은 꼭 모바일청구서를 확인하신 후 프론트 데스크로 알려 주세요.
교재비는 별도로 교재 판매처인 이북스 SC은행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하며
수강료와 함께 현금 영수증을 원하실 경우 원으로 전화 주셔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C은행 계좌는 아래 참고) 교재비는 매달 10%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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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교재 준비
시간표에 따라 교재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 선생님께서 급하게 복사를 해야 하시거나
교재를 함께 사용하는 등 수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TJS 학생들이 레슨 플랜을 확인하고 그날 수업하는 교재를 잘 챙겨 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차량내의 안전 수칙
TJS에서는 통학버스 내에서의 좌석벨트 하기, 장난치지 않기 등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 수칙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6 월 Session 재등록 기간
재등록 기간은 5월 25일(월) 부터 5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원활한 학사 관리를 위하여 수강료 납부 기일을 꼭 지켜 주세요.
교재비 및 수강료 현금영수증 전화번호는 원으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수업료): 신한은행 140-009-809215 예금주: 주) 티제이에스
입금계좌(교재비): SC은행 648-20-267836 예금주: 이북스 Ebooks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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