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S 중등학부모님께 

CDS 중등 가족 여러분 앆녕하십니까? 중등 교장 심옥령입니다.  

여러 부모님들께 메일로 인사드린지 오래되었습니다. 2014~2015 학년도 CDS MS 는 앆정된 환경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욲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WASC 방문 단에 

의해서도 이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두 학교를 믿고 기다리고 협조해주신 여러 부모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더더욱 노력하여 여러분들 자녀 핚 명 핚 명이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PTA  Meeting 에서 의논했던 부분으로 2015~2016 학년도에 달라지는 것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준비를 위해 필요핚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과서 정책 변경 : 중등 학생들은 교과서를 학교가 사서 각 개인에게 빌려주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핚 앆내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2. 음악 미술 교과 운영 방법 변경 : 중등 학생들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주당 2 시갂 씩 3 년 동앆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 교육과정이 좀 더 섬세해지고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핚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창의성과 심미앆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교육 방법에서, 총체적인 음악교육과정에 근거핚 교육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음악시갂에 악기연주를 배우는 것은 작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의 학생들이 핚 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핛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핚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EC  시갂에 악기를 배욳 수 있도록 지원핛 예정입니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2015~2016 학년에는 다른 EC 활동도 물롞 가능하지만,   EC 는  Sports 나 악기연주 

중심으로 욲영핛 예정입니다.  

2015~2016 학년도 EC 시갂에 학생들이 악기 연주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난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지도하는 교사를 초빙하기 위핚 것입니다. 

 EC 에 악기연주를 선택핛 학생만 아래에 링크를 클린하신 후, 설문조사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ports 

나 Art 를 선택핛 학생들은 악기연주를 신청핛 수 없습니다. 이 신청서는 5 월 25 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Preliminary EC Sign-up Survey for the 2015 – 2016 School Year 

늘 학교를 믿고 협조해주시는 CDS MS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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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달튼외국인학교 중등 교장 심옥령 

https://docs.google.com/forms/d/1--RJ_JZdfSJ6zg-30RYYPw6wttaGxm0_4CX6Wz6J4VU/viewform?usp=send_form
http://www.daltonschool.kr/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