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ECC and Elementary Parents: 

 

We are excited to let you know about our upcoming after school clubs that will begin 

February 13th.  Our after-school clubs in elementary begin at 3:25PM and run for one hour 

until 4:25PM on Mondays and Thursdays.  Clubs will run through May 11th. 

 

Our Monday clubs are sports themed and our clubs on Thursdays are creative styled clubs. 

The creative styled clubs will offer students choices to go deeper into their interests while 

also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try new things that build their confidence,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We are excited to be able to offer new choices for students this 

semester based on the feedback received from students. 

Club Design: Please choose from the menu from the options provided (by grade level) as to 

which club your student would like to attend. A few of our clubs are capped at a specific 

number for teacher/student ratios and to create sports teams. Students who are signed up first 

will have priority, so please sign up quickly on PowerSchool. The final sign-up date will be 

Tuesday, February 7th.  

 

 

 

 
 

 

 

 

 

 

 

Monday 

Grade 3:25- 4:25 

ECC Dance Club 

1st  
 

Soccer (Capped) 

Baseball (Capped) 

 

2nd Soccer  (Capped) 

Baseball (Capped) 

 

3rd Soccer (Capped) 

Baseball (Capped) 

 

4th Basketball (Capped) 

Frisbee Golf (Capped) 

PingPong/Badminton 

(Capped) 

5th Basketball (Capped) 

Frisbee Golf (Capped) 

PingPong/Badminton 

(Capped) 

Thursday 

Grade 3:25- 4:25 

ECC Craft Club 

 

1st Pottery Club (Capped) 

French Club  

 

2nd French Club 

Sewing Club (Capped) 

Pottery Club (Capped) 

 

3rd French Club 

Sewing Club (Capped) 

 

4th Pottery Club (Capped) 

Robotics Club 

(Capped) 

Young Entrepreneurs 

Club (Capped) 

5th Pottery Club (Capped) 

Robotics Club 

(Capped) 

Young Entrepreneurs 

Club (Capped) 



 

 
 

 

ECC Clubs: Our ECC after school clubs will include age-appropriate activities such 

as snack time, crafts, dance, outdoor play and story time.  ECC students will continue 

to be contained in the ECC wing and play area with their peers.  

Soccer- An intramural/CO ed experience where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soccer.  

Basketball- An intramural/CO ed experience where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basketball.  

Baseball- An intramural/CO ed experience where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baseball. 

Frisbee Golf- An intramural/CO ed experience where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throwing and catching a frisbee as well as the strategy of playing 

Frisbee Golf. 

Sewing Club-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fundamentals of sewing.  They will 

learn how to sew simple projects including making their own stuffed animal. 

Pottery Club-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fundamentals of pottery.  They will 

learn how to design, craft and decorate pottery pieces. 

Ping Pong/Bad Minton- An intramural/Co-experience where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Ping Pong and Bad Minton.  

French Club- Students will learn about French culture and language through creative 

play focusing on conversational skills. 

Robotics Club-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physics, engineering and coding 

involved in building their own robot. 

Young Entrepreneurs Club- Stud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world of finance and 

business, through creative games, stories and exciting projects.  They will learn how 

to create a business plan, manage profits and expenses, investments, savings, giving, 

and how to start and manage their own enterprise as young entrepreneurs. 

 

 

 

 

 

 

 

 

 

 



 

 
 

 
亲爱的幼儿园和小学部家长： 

 
我们很高兴让您知道课后兴趣班将在 2 月 13 号星期一放学后开始。课后兴趣班

的上课时间是每周星期一和星期四的下午 3:25-4:25。下学期的课外兴趣班将会

持续到 5 月 11 号结束。 

 

根据上学期学生反馈，我们很高兴能为学生提供更多的选择。周一是运动型的

兴趣班，周四是创意型兴趣班。创意型的兴趣班将为学生提供机会去发展他们

的兴趣，同时为他们提供更多的选择以尝试新的兴趣，这将有利于学生的信心

和批判性思维的建立。 

 

兴趣班设计：请根据孩子的年级，从以下列表选择孩子的兴趣班。一些兴趣班

由于师生配比和比赛赛制，班级会有人数限制，请尽快在 powerschool 上注册。

注册截止日期为 2 月 7 号。 

 

 
 

 
 

 

 

 

 

 

 

 

 

 星期一 

年级 3:25- 4:25 

幼儿园 律动 舞蹈 

一年级 足球 （有人数限制） 

棒球（有人数限制） 

二年级 足球（有人数限制） 

棒球（有人数限制） 

三年级 足球（有人数限制） 

棒球（有人数限制） 

四年级 篮球（有人数限制） 

飞盘（有人数限制） 

乒乓球/羽毛球（有人数限

制） 

五年级 篮球（有人数限制） 

飞盘（有人数限制） 

乒乓球/羽毛球（有人数限

制） 

星期四 

年级 3:25- 4:25 

幼儿园 
 

手工 

一年级 陶艺（有人数限制） 

法语 

 

二年级 法语 

 手工布艺（有人数限制） 

陶艺（有人数限制） 

三年级 法语 

 手工布艺（有人数限制） 

 

四年级 陶艺（有人数限制） 

机器人（有人数限制） 

青年企业家俱乐部（有人数

限制） 

五年级 陶艺（有人数限制） 

机器人（有人数限制） 

青年企业家（有人数限制） 



 

 
 

 

 

幼儿园兴趣班 - 幼儿园的课外兴趣班将提供适合孩子年龄阶段的各种活动，包

括手工、跳舞、户外活动、故事时间，以及下午的点心时间。幼儿园的学生将

继续使用幼儿园专属的区域和活动场所。 

 

足球 - 男女混合班，学生在校园内体验和学习足球的基本知识。 

 

篮球-男女混合班，学生在校内体验和学习篮球的基本知识。 

 

棒球- 男女混合班，学生在校内体验和学习棒球的基本知识。 

 

飞盘-男女混合班，学生在校内体验和学习飞盘的基本知识以及比赛策略。 

 

手工布艺 - 将向学生介绍缝纫的基础知识。 他们将学习如何缝制简单的项目，

包括制作自己的毛绒玩具。 

 

陶艺 - 将向学生介绍陶艺的基础知识。 他们将学习如何设计、制作和装饰陶

器。 

法语 -学生将通过有趣的活动学习法国文化和法语。 

乒乓球和羽毛球 -男女混合班，学生在校内体验和学习乒乓球和羽毛球的基本

知识。 

 

机器人 - 学生将会学习构建机器人所需要的物理、工程和编码知识，并且建构

自己的机器人。 

 

青年企业家- 学生将通过创意游戏、故事和激动人心的项目进入金融和商业世

界。 他们将学习如何制定商业计划、管理利润和支出、投资、储蓄、捐赠，以

及如何作为年轻企业家创办和管理自己的企业。 
 

 

 

 
 

 

 

 

 

 

 

 

 

 

 

 

 

 



 

 
 

親愛なる幼児センターと小学校の親たち 

 

私たちは、喜んで 2月 13日(月)に再開する放課後グラブの情報をお伝えします。小学校放課

後グラブは毎週の月曜日と木曜日に一時間で、午後 3:25-4:25 で行われます。今回のクラブ

は 5月 11日まで続きます。 

 

月曜日のグラブは運動系で、木曜日は創作系です。創作系のクラブ内容は、興味を深く楽しめる

チャンスを学生に与えながら、新しい試しで自信を身に着けて、クリティカル思考を学生にもたらせる

ことができます。今学期は学生のフィードバックから、新しい選択肢を学生たちに提供いたします。 

 

グラブ詳細:下記のメニュー (学年別で設けた) から、お子さんの好きなクラブを選んでください。幾

つかのクラブに、教師対学生の比率の制限とスポーツチームを組む原因で、学生人数の制限があ

るので、先着順から参加可能になっています。早めにパワースクールから申し込みをしてください。申

し込みの受付締め切り日は 2月 7日までです。 

 

 

 

月曜日 

Grade 3:25- 4:25 

ECC ダンス 

1st サッカー(人数制限あり) 

野球(人数制限あり) 

2nd サッカー(人数制限あり) 

野球(人数制限あり) 

 

3rd サッカー(人数制限あり) 

野球(人数制限あり) 

4th 野球（人数制限あり） 

フリスビーゴルフ(人数制限あり) 

卓球/バドミントン(人数制限あ

り) 

5th 野球（人数制限あり） 

フリスビーゴルフ(人数制限あり) 

卓球/バドミントン(人数制限あ

り) 

木曜日 

Grade 3:25- 4:25 

ECC 工芸クラブ 

 

1st 陶芸クラブ(人数制限あり) 

フランス語クラブ 

2nd フランス語クラブ 

裁縫クラブ(人数制限あり) 

陶芸クラブ(人数制限あり) 

3rd フランス語クラブ 

裁縫クラブ(人数制限あり) 

4th 陶芸クラブ(人数制限あり) 

ロボティックス工学クラブ(人数制限

あり) 

小さな起業家グラブ(人数制限あり) 

5th 陶芸クラブ(人数制限あり) 

ロボット工学クラブ(人数制限あり) 

小さな起業家グラブ(人数制限あり) 



 

 
 

 
 

 

 

 

幼児センタークラブ:小さい子供たちには、年齢相応な活動を組み合わせます。例えば、スナック

タイム、手作り工芸、ダンス、屋外遊びとストーリータイムです。幼児センターの子供たちは専用な

遊び場を使って友達と遊びます。  

サッカー: 男女混合、校内でサッカーの基礎を体験して学びます。  

バスケットボール: 男女混合、校内でバスケットボールの基礎を体験して学びます。  

野球：男女混合、校内で野球の基礎を体験して学びます。 

フリスビーゴルフ：男女混合、校内でフリスビーの基礎的な投げとキャッチを体験し、フリスビーゴル

フの戦略を学びます。 

裁縫クラブ：裁縫の基礎を体験できます。簡単な裁縫で自分のぬいぐるみを作ることもあります。 

陶芸クラブ：陶芸の基礎を体験できます。陶芸の設計から、作り、または装飾することができま

す。 

卓球/バトミントン: 男女混合、校内で卓球やバトミントンの基礎を体験して学びます。  

フランス語: 創造的な遊び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キルに注目し、フランス文化と言語を学びます。 

ロボット工学クラブ：学生たちは基礎物理、工学、プログラムを紹介され、自分のロボットを作り

ます。  

小さな起業家クラブ：学生たちは創造的なゲーム、ストーリ、面白い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金融

とビジネスの世界に紹介されます。事業計画書の制作方法、収益と費用の管理、投資、貯蓄、

寄付のやり方、そして若い起業家として自分の企業を立ち上げて管理する方法を学びます。 

 

 

 

 

 

 

 

 

 

 



 

 
 

친애하는 ECC(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님께 

 

2 월 13 일, 월요일부터 방과후 클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클럽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 시 25 분에 시작하여 오후 4 시 

25 분까지 한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2 학기 클럽은 5 월 11 일까지 운영됩니다.  

 

월요일 클럽은 스포츠를 주제로 하고, 목요일 클럽은 창의성 발달을 위한 클럽입니다. 

창의성 발달을 위한 클럽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자신감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클럽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클럽 디자인: 아래 제공되는 클럽(학년 별)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클럽 경우 

교사/학생 비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으며, 스포츠 클럽 경우 팀을 만들기 위해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한 학생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파워스쿨에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클럽 신청 마감일은 2 월 7 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클럽 

학년 3:25- 4:25 

ECC (유치원) 댄스 클럽   

1학년 

 

축구 (인원 제한) 

야구 (인원 제한) 

2학년 축구 (인원 제한) 

야구 (인원 제한) 

3학년 축구 (인원 제한) 

야구 (인원 제한) 

4학년 농구 (인원 제한) 

프리스비 골프 (인원 

제한) 

탁구/배드민턴 (인원 

제한) 

5학년 농구 (인원 제한) 

프리스비 골프 (인원 

제한) 

탁구/배드민턴 (인원 

제한) 

목요일 클럽 

학년 3:25- 4:25 

ECC (유치원) 만들기 

1학년 도자기 공예 (인원 제한) 

불어 

2학년 불어 

바느질 (인원 제한) 

도자기 공예 (인원 제한) 

3학년 불어 

바느질 (인원 제한) 

4학년 도자기 공예 (인원 제한) 

로봇 공학 (인원 제한) 

어린 기업가 클럽 (인원 

제한) 

5학년 도자기 공예 (인원 제한) 

로봇 공학 (인원 제한) 

어린 기업가 클럽 (인원 

제한) 



 

 
 

ECC(유치원) 클럽: 유치원 학생들의 방과 후 클럽에는 간식 시간, 만들기, 댄스, 바깥 

놀이, 이야기 듣기로 연령에 적합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계속해서 

유치원 교실과 놀이 공간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축구(Soccer)-남녀 모두 함께 축구의 기초를 배우는 교내 클럽입니다. 

농구(Basketball) – 남녀 모두 함께 농구의 기초를 배우는 교내 클럽입니다.  

야구(Baseball) – 남녀 모두 함께 야구의 기초를 배우는 교내 클럽입니다.  

프리스비 골프(Frisbee Golf)- – 남녀 모두 함께 프리스비를 던지고 받는 기초를 배우고, 

프리스비 골프의 방법 및 전략을 배우는 교내 클럽입니다.  

바느질 클럽 (Sewing Club)- 학생들은 바느질의 기초를 배웁니다. 동물 인형 만들기를 

포함하여 간단한 바느질 방법을 배웁니다.  

도자기 공예 클럽(Pottery Club)- 학생들은 도예 기초를 배웁니다. 도자기 디자인, 제작 

및 꾸미는 방법을 배웁니다. 

탁구(Ping Pong) 배드민턴(Bad Minton)– 남녀 모두 함께 탁구의 기초와 배드민턴을 

배우는 교내 클럽입니다.      

 

불어 클럽(French Club)-학생들은 회화에 중점을 둔 창의적 놀이를 통해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배웁니다. 

 

로봇 공학(Robotics Club)-학생들은 자신의 로봇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물리, 공학 및 

코딩에 대해 배웁니다. 

 

어린 기업가 클럽(Young Entrepreneurs Club) – 학생들은 창의적인 게임, 스토리 및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 및 비즈니스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익 및 지출 관리, 저축, 기부 등 젊은 기업가로서 자신의 기업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to enroll your child in an after-school club:  

아래의 안내에 따라 클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请按照以下流程注册报名课后兴趣班： 

下記の指示通りに放課後クラブを登録してください。 

The online enrollment period is from Feb 4th to Feb 7th. 

신청은 2 월 4 일부터 2 월 7 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注册开始和截止日期为：2 月 4 号至 2 月 7 号。 

登録時間は 10月 10日から 10月 12日までです。 

1. Use your computer to log into PowerSchool as a parent, use the following link:  

다음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파워스쿨 부모님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请使用电脑登录 powerschool 网址 

パソコンでパワースクールに登録してください。 

http://powerschool.iscglobal.org/public/ 

2. Find “Activities” on the left bar of the interface. See the picture shown below.  

왼쪽 부분의 Activites 를 찾으세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在左侧条目找到“Activities”，如下图所示： 

左側の項目で[Activities]を探し出す。下記の図をご覧ください。 

 

 
3. Choose the activities you would like to join; click Enroll.  

원하는 클럽을 선택한 후 Enroll 을 클릭하세요. 

请选择孩子想要参加的课后兴趣班，点击“Enroll”-“注册”。 

お子さんが好きなクラブを選択し、[Enroll]をクリック。 

 

 
 

4. After clicking Enroll, you will see a window asking you for bus drop-off location. 

Please choose the bus stop according to the club bus information that has been 

attached. If there is no bus stop for your location, please choose the one nearest to 

your hous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club bus transportation, please contact 

our bus manager via email transportation@cdischina.com or call the school at 028-

http://powerschool.iscglobal.org/public/
mailto:transportation@cdischina.com


 

 
 

65175228. If your child does not need school transportation, you can choose“Parent 

pick up”, and then, click Enroll and the student will be enrolled to the club.  

Enroll 을 클릭한 후에 학교 버스 정류장에 대한 창이 뜰 것입니다. 클럽 버스 

정보에 따라 해당 되는 버스 정류장을 적어 주세요. 해당되는 버스 정류장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선택해 주세요. 클럽 버스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버스 매니저에게 메일 transportation@cdischina.com 혹은 학교 

전화로 028-65175228 연락 주세요.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Parent pick 

up”으로 적어주시고 Enroll 버튼을 클릭하세요.  

点击“注册”后，将会有个弹出窗口需要您选择校车站点。请根据附页的校车信息选

出孩子的下车站点然后填入窗口。如果在您家附近没有校车站点，请就近选择。如您

有任何关于校车的疑问，请通过邮件 transportation@cdischina.com 或者是拨打学校电

话咨询校车经理陆老师。如果您的孩子不需要乘坐校车，请您选择“parent pick up”然

后点击注册完成。 

[Enroll]をクリックしたら、ポップアップウィンドウがバス利用状況を確認します。添付するクラブバス情報からの

バス停を選んでください。いつも利用するバス停が無ければ、お宅に一番近いバス停を選んでください。クラブバ

ス利用についてご質問の場合、バスマネージャーにメール transportation@cdischina.com、或いは電話

028-65175228 で連絡ください。お子さんはバスを利用しなければ、[Parent pick up]を選んでください。

それから[Enroll]をクリックして登録はできました。 

 

 
 

5. After you have submitted your choices, you can view them to ensure you signed 

your child up for the correct clubs.  

클럽을 선택하고 모두 제출한 후에 자녀가 맞는 클럽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您在提交后可以点击“view”查看是否注册正确以及注册的课后兴趣班的信息。 

          ご選択を提出したら、[view]で正しいクラブを登録したかどうかを確認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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