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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arents, 

학부모님께 

 Our annual Halloween celebrations are coming up on October 28th, 2016. 

一年一度的 QISS 万圣节庆祝活动将于 10 月 28 日举行。 

2016 년 10 월 28 일 연례 할로윈 행사가 있습니다. 

 

 We will have an afternoon filled with fun activities planned for the students.  

整个下午我们为学生安排了各种有趣的活动。 

행사 당일 오후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This year, the PTA are decorating the school, providing prizes for the best Halloween costumes, and providing 
Halloween themed food and drinks for the students. 

今年家校委员会负责学校万圣节的装饰工作，并提供最佳装扮奖的奖品与万圣节主题食品和饮料。 

올해도 PTA 에서 학교를 할로윈분위기로 데코레이션 하며 최우수 할로윈 복장상 및 , 할로윈 간식과 음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To prepare for the trick-or-treat event, we need candy donations from Lower School students. Please send some 
candies to school with your child before Wednesday, October 26th, 2016. 

不给糖就捣蛋环节我们需要为小学部孩子们准备糖果，请家长们于周三（10 月 26 日）前将糖果带回学校。 

트릭 오얼 트리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초등부 학생들에게 사탕과 초콜릿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2016 년 

10 월 26 일 수요일 전에 학생편으로 기부할 사탕과 초콜릿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elow is the schedule for the day; 

万圣节活动时间安排   

행사당일 스케줄입니다.  

Time Lower School 小学部 초등부  

12:15 to 1:15pm Activity: Halloween games, activities, food and 
drinks 

活动 ：万圣节游戏、活动、饮食 

활동: 할로윈 게임, 간식 및 음료 

Location: Gymnasium 

地点：体育馆   

장소: 실내 체육관 
Upper School 中学部 중고등부 

1:15 to 1:35pm Activity: Trick-or-treat 

活动 ：不给糖就捣蛋  

활동: 트릭 오얼 트리트 

Location: Upper School Halls 

地点：中学楼走廊   

장소:  중고등부 복도 

Activity: Halloween House Events 
and Food 

活动：万圣节 House 活动及食品 

활동:할로윈 하우스 행사및 다과 

Location: Gymnasium 

地点：体育馆  장소: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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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prizes will be awarded： 

大赛奖项如下 수상자 부상내용입니다:  

 

Lower School： 

小学部 초등부： 

 Most Creative Costume – 2 x cinema ticket 

 最具创意装扮奖——2 张电影票                                 

창의적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Funniest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搞笑装扮奖——2 张电影票   

코믹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Cutest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可爱装扮奖——2 张电影票 

귀여운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Upper School： 

中学部 중고등부： 

 Most Creative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具创意装扮奖——2 张电影票   창의적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Funniest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搞笑装扮奖——2 张电影票     코믹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Scariest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恐怖装扮奖——2 张电影票     최고 공포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Parents and Staff： 

家长及教职员工  학부모 및 스태프： 

 Best Costume - 2 x cinema tickets 

最佳装扮奖——2 张电影票   최우수 의상상—영화 티켓 2 장 

 

1:35 to 2:15pm Activity: Pumpkin decorating 

活动 활동：南瓜装饰  호박 장식하기 

Location: Cafeteria 

地点：餐厅  장소: 식당 

 

2:20pm to 3:20pm Whole School Activity: Halloween Costume Competition* 

全校活动：万圣节装扮大赛  전체 활동:  할로윈 분장 대회  

Location: Theatre 

地点：剧场   장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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