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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arents,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After-School Activities (ASA) for Kindergarten to 5th Grade will start on 
January 4, 2021. Here are the activities that will come out for registration. ASA’s are optional, and you may 
register your child for one or both days. Please note there is a minimum and maximum number of participants 
for each activity. 

Grade Mondays 3:15 to 4:15 pm Wednesdays 3:15 to 4:15 pm 
K-2 Roller Blading – Mr. Sun (3-10 students) 

¥60 per session x 10 weeks = ¥600 
(please bring your own rollerblades) 
 
Beginning Violin – Mr. Dong (3-8 students) 
¥35 per session x 10 weeks = ¥350 (violin is provided) 
 
STEAM Science – Teacher ‘French Fries’ (5-12 students)  
¥80 per session x 10 weeks = ¥800 

Soccer – Mr. Sandor (5-20 students)  
¥50 per session x 10 weeks = ¥ 500 
 
Dance Class – Ms. Chi (4-10 students)  
¥60 per session x 10 weeks = ¥600 
 
Peking Opera – Ms. Ma (3-10 students) 
¥100 per session x 10 weeks = ¥1000 
 

G3-5 Soccer – Mr. Sandor (5-20 students) 
¥50 per session x 10 weeks = ¥500 
 
"Scratch" Programming – Mr. Pang (3-12 students)  
¥80 per session x 10 weeks = ¥800 
 
Creative Crochet – Ms. Yang (3-12 students) 
¥30 per session x 10 weeks = ¥300 
 
Cooking Class – Ms. Anna (3-12 students) 
¥40 per session x 10 weeks = ¥ 400 

ES Student Council – Mr. Crull (5-20 students) 
Selected by application from Mr. Crull. No charge. 
 
Watercolor Painting – Mr. Yu (3-12 students)  
¥30 per session x 10 weeks = ¥ 300 
 
Sharing Sound – led by HS Club (3-6 students) 
¥25 per session x 10 weeks = ¥250 （options: piano, flute or 

violin, please bring flute or violin） 
 
Science Lab – led by HS club (3-10 students)  
¥25 per session x 10 weeks = ¥250 

 

Registration: Begins on Wednesday, December 9th at 3:00 pm until Sunday, December 13th at midnight using 
PowerSchool. Please find the “How To” directions at the end of this document. Please check PowerSchool 
afterward to confirm your registration. 

Payment: In order to finalize your child’s spot in ASA, we must receive the fee in cash only in an envelope with 
your child’s name, grade, and ASA class written on it.  

Transportation: ASA bus routes will be put on the Lighthouse News and in Room Mom’s WeChat. Bus time for 
ASA students: 4:20 PM. Bus time for non-ASA students: Regular time, 3:07 PM. 

The coordinator of ASAs is Mrs. Cici Dong.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feel free to let us know. 
You can email her at cici.dong@isqchina.com or give her a call at 8881-5668-74010. 

We’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fantastic and fun ASA season, and hoping that your child will participate. 
 
Sincerely, 
  
Cici Dong, Student Wellbeing assistant 
Carol Franck, Principal of Student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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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敬的家长们： 

我们很高兴地通知您，面向幼儿园大班到小学五年级的学生课外活动（ASA），将于

2021年1月4日开始！这是我们要发布的内容。 .ASA的课程都是可选择的，您可以选择注册一

天或者两天的课程。在备注当中有每项课程的参与人数。 
年级 每周一下午 3:15 到 4:15  每周三下午 3:15 到 4:15  
大班-
二年

级 

 

轮滑班 – 孙老师 (3-10学生) 

¥60每节x 10星期=¥600 
(请自备轮滑装备) 

 

小提琴基础班– 董老师(3-8学生) 

¥35每节 x10星期= ¥350 (学校提供小提琴) 

 

STEAM科学班 - “薯条”老师 (5-12学生)  

¥80每节x 10星期=¥800  

足球班 - Mr. Sandor (5-20学生)  
¥50每节 x 10星期= ¥ 500 
 
舞蹈班– 迟老师 (4-10 学生)  
¥60 每节 x10 星期=¥600 
 
 
京剧班 – 马老师(3-10学生) 
¥100 每节 x 10 星期= ¥1000 

三年

级-五
年级 

足球班 – Mr. Sandor (5-20学生) 
¥50每节X 10星期= ¥500 
 
"Scratch" 编程班 – 逄老师 (3-12学生)  
¥80每节 X 10星期= ¥800 
 
创意编织班 – 杨老师 (3-12学生) 
¥30每节 x10星期= ¥300 
 
烘培班 – Ms. Anna (3-12学生) 
¥40每节 X 10星期= ¥ 400 

小学部学生会 – Mr. Crull (5-20 学生) 
Mr. Crull会选择申请的学生入会。免费. 
 
水粉画班 – Mr. Yu (3-12 学生)  
¥30每节 X 10星期= ¥ 300 
 
乐器学习综合班 – 高中部学生 (3-6 学生) 
¥25每节 x10星期= ¥250 
（可选择学习小提琴、钢琴或者横笛。需要自备小提琴或者横笛） 
 
科学实验班 – 高中部学生(3-10 学生)  
¥25每节 x10 星期= ¥250  

注册: 请在 PowerSchool 上注册，时间为 12 月 9 日周三下午 3 点到 12 月 13 日周日午夜。请

在本文的末尾找到“注册”的步骤来操作。注册结束之后请您再次确认是否注册成功。 

付费:为了能够清楚地确定您孩子在课外活动中的名额，我们只接受现金付款。请您将现金放

入信封中，然后在信封上注明您孩子的姓名、年级和要参加的课外活动课程。  

交通: 课外活动校车路线会在灯塔新闻和微信的班级妈妈群里公布。课外活动的校车发车时

间 ：下午 4:20。不参加课外活动的学生校车发车时间: 下午 3:07。 

如果您有任何的疑问或者担心，请随时让我们知道。课外活动的协调员是 Mrs. Cici Dong。

您可以给她发邮件 cici.dong@isqchina.com 或者致电 8881-5668 转分机号 74010。 我们期待

您的孩子能够参加并且有一个精彩纷呈和欢乐多彩的课外活动。 

 
诚挚地， 

Cici Dong, 学生福祉助理 
Carol Franck, 学生福祉校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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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  

K 반부터 5 학년까지의 방과후 활동 (ASA) 이 2021 년 1 월 4 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려 기쁘게 

생각합니다.등록은 다음주에 시작될 것입니다. ASA 는 선택 사항이며, 주중 한 번을 등록하셔도 되고 

양일을 다 하셔도 됩니다. 각 활동에 대해 최소 시작 인원과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월요일 오후  3:15 - 4:15분 수요일 오후  3:15 - 4:15분 

K-2 롤러 블레이드 – Mr. Sun (3-10 명) 
¥60/회x 10 주 = ¥600 
(개인 롤러블레이드 지참) 
 
기초 바이올린 – Mr. Dong (3-8 명) 
¥35/회x 10 주 = ¥350 (바이올린 제공됨) 
 
STEAM 과학반 – ‘감자 튀김’ 선생님 (5-12 명)  
¥80/회x 10 주 = ¥800 

축구 – Mr. Sandor (5-20 명)  
¥50/회x 10 주 = ¥ 500 
 
댄스 교실– Ms. Chi (4-10 명)  
¥60 /회x 10 주 = ¥600 
 
베이징오페라 (경극) – Ms. Ma (3-10 명) 
¥100/회x 10 주 = ¥1000 
 

G3-5 축구 – Mr. Sandor (5-20 명) 
¥50 /회x 10 주 = ¥500 
 
"Scratch" 코딩 프로그래밍 – Mr. Pang (3-12 명)  
¥80 /회x 10 주 = ¥800 
 
창의적인 코바늘 뜨기– Ms. Yang (3-12 명) 
¥30/회x 10 주 = ¥300 
 
요리 교실– Ms. Anna (3-12 명) 
¥40/회 x 10 주 = ¥ 400 

초등부 학생회– Mr. Crull (5-20 명) 
Mr. Crull 선생님이 지원서를 받고 선정. 비용 없음 
 
수채화 그림 – Mr. Yu (3-12 명)  
¥30/회x 10 주 = ¥ 300 
 
Sharing Sound 밴드 – 고등부 클럽 (3-6 명) 
¥25/회x 10 주 = ¥250 
(선택사항: 피아노, 플룻 또는 바이올린 (플룻이나 바이올린은 
악기를 가져와야 함) 
 
과학 실험반–  고등부 클럽 (3-10 명)  
¥25/회 x 10 주 = ¥250 

 

등록:  파워스쿨을 이용하여 12 월 9 일 수요일 오후 3 시부터 시작하여 12 월 13 일 일요일 자정에 등록 

마감. 이 편지 아래쪽의 “How To”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에는 파워스쿨을 통해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ASA 등록과 자리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봉투에 ASA 반 이름, 자녀의 학년과 이름을 쓰신 후 현금을 

넣으셔서 학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교통편: ASA 버스 노선도가 라이트하우스와 각 학년 위챗 그룹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ASA 버스 출발 

시간: 4:20 분, 정규 학급 버스 출발 시간: 3:07 분 

ASA 코디네이터는 Mrs. Cici Dong 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cici.dong@isqchina.com 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8881-5668 (내선번호 74010)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멋진 방과후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ici Dong 학생 복지 조교 

학생생활 담당 교장 Carol Franck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