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ing Staff Highlights
Cindy Sun - wuyuanyuanlt@hotmail.com
Cindy Sun joined the ISQ staff in February 2015, when she began working in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She was a great asset to the team, and
faithfully carried out her role. Her love for children and passion for
education led her to apply for a TA position, and she began working as a
kindergarten TA in the spring of 2017. Cindy has shown great care for her
student’s academic and emotional well-being. Cindy has been on maternity leave this school
year, and she has chosen to stay home to take care of her baby boy. We thank her for her
service at ISQ, and wish her the best in all of her future endeavors.

Rose He – rose.he@isqchina.com
In August 2017, Rose He joined ISQ as our Front Desk Coordinator and
Marketing Assistant. From the beginning, Rose He has been a tremendous
blessing to our ISQ community with her welcoming spirit, diligent attitude,
and serving heart. Beyond her role at the front desk, Rose’s creative and
analytical talents has contributed much to our school’s marketing efforts,
bringing ideas to life and showcasing the best of ISQ. Though it’s sad to
see her leave the ISQ community, we are confident her next steps in life will
be fulfilling and impactful, bringing joy and happiness to those around her.

员工离校通知
离校员工详情

Cindy Sun 吴媛媛 - wuyuanyuanlt@hotmail.com
Cindy 老师 2015 年加入 ISQ，成为人力资源办公室一员并在其岗位上发挥了自己
的能力。因着对孩子的热爱和对教育的热情，她于 2017 年春转至助教岗位，她关
心学生们的学业成长及心理健康。本学年初，Cindy 成为了母亲并最终决定将全
身心奉献给儿子。我们感谢她在 ISQ 的服务, 并祝愿她在今后的生活中一切顺
利。

Rose He 何利红 – rose.he@isqchina.com
2017 年 Rose 作为前台接待及市场部助理加入 ISQ。从一开始，Rose 便以她活泼
开朗的性格、矜矜业业的工作态度及甘心奉献帮助他人的心志祝福了整个 ISQ 社
区。除前台的工作外，Rose 的创造力及分析才能还为学校在市场推广以及丰富
ISQ 社区的校园生活及纪念品上面做出了巨大贡献。得知她将要离开 ISQ 的消息
让人非常难过，但我们相信她在人生进入下一阶段之际，会继续充实自我并为周
围的人带来欢乐及幸福。

교직원 관련 소식
이번 학년도를 마지막으로 본교를 떠나시는 교직원 분들

Cindy Sun - wuyuanyuanlt@hotmail.com
Cindy Sun 선생님께서는 2015 년 ISQ 인사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교의 큰 자산이셨으며, 맡으신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2017 년 봄부터 선생님을 K 반
TA 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Cindy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번 학년도 선생님께서는 출산 휴가를
떠나셨고 앞으로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ISQ 를 위해
보여주신 모든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Rose He – rose.he@isqchina.com
2017 년 8 월, Rose He 선생님께서는 안내데스크 코디네이터 & 마케팅 보조로 ISQ 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부지런함,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ISQ 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재능은 본교의 마케팅과 아이디어 실현을 도와 ISQ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ISQ 를 떠나시게 되어 아쉽지만, 앞으로도
주변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취와 영향력있는 미래로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