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19 일

EARLY YEARS ANNUAL SPORTS DAY
K & K1 2018 년 3 월 27 일 화요일(오전 9:30 - 오후 12:00)
K2 & K3 2017 년 3 월 28 일 수요일(오전 9:30 - 오후 12:00)
친애하는 학부모님/보호자들께,
저희는 UISG 운동 교육에 있어 핵심 행사 중 하나인 The Early Childhood Annual Sports Day 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서로 지원하며,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고
적용하는 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3 월 27 일과 3 월 28 일에 Sports Day 를
열기로 했습니다.
EY 팀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특별한 날에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날 오전에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부모님 자원 봉사자는 선착순으로 정해집니다.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2018 년 3 월 21 일 수요일까지 아래 하단 부분을 작성하시어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의 도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는 이번 신나는 행사를 위해 Soccer Pitch 또는 MFH 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2:00 에 끝날
것이며 Citic/Liede 으로 가는 버스가 오후 12 시 30 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행사가 끝나는
대로 아이를 동반하여 가실 예정이면 식당에 말해 둘 수 있도록 이것을 아래 하단 부분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재미있는

운동

활동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함께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적합한

운동복을

바랍니다.

또한

입어주시기를

학부모님/교사

활동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학교 House T-shirt 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입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당일에
House shirt 를 줄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Mr. Andrei Anita
aanita@uisgz.org
UISG Primary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EARLY YEARS ANNUAL SPORTS DAY REPLY SLIP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학년반: ________________

아래 박스안에 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나/우리는 3 월 27 일 화요일 K 그리고 K1 EY Annual Sports Day 참석합니다.
☐ 나는 3 월 27 일 화요일 K 그리고 K1 학부모 자원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 나/우리는 3 월 28 일 수요일 K2 그리고 K3 EY Annual Sports Day 참석합니다.

☐ 나는 3 월 28 일 수요일 K2 그리고 K3 학부모 자원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통이 필요하신가요? (탑승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통이 필요하시다면 늦어도 이틀전에는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schoolbus@uisgz.org)은 학교 사무실로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립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주실때에는 행사 이름과 노선, 자녀의 학급과 성명, 학부모님 성명을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선 E: 오전 8:30 Citic 에서 출발 /오전 8:45 Liede 지하철 출구 C
노선 F: 오전 8:45 Castle Hill 출발 — 오전 9:00 Summer Palace 에서 출발
행사를 마치고 UISG 를 떠나는 버스는 입학처 빌딩에서(게이트 A) 오후 12:30 출발합니다.
Tonghe 지하철 출구 C 로 돌아가는 버스만 제공되는 버스는 오후 12:30 에 출발합니다.

☐ 나는 자녀와 함께 운동회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할 예정이므로 학교 점심 식사가 필요 없습니다.
☐ 나/우리는 EY Annual Sports Day 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