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교사 모임 (PTSO) 회의 안건 : 2018년 4월 6일 

 

 

의제 항목 

소개: 

❖ 임원: 
➢ 의장: Sarah Sánchez Armstrong  
➢ 재무: Vanessa Allepuz  
➢ 행사 시 간식 판매 (컨세션 스탠드) 관리자 및 소셜 미디어: Brian 

Armstrong 
➢ 환영 위원회: Kathy Kim and *Mariana Jimenez  

❖ 학교 대표자: 
➢ Iain MacFarlane (BFS 교장) 
➢ Lauren Harvey (BFS 교감)  

❖ 학년 별 학부모 대표: 
➢ (PK3) Erika McVey, Toby 어머님 
➢ (PK4) Angela Suk, Jameson 어머님 
➢ (G1) Jeannie Kim, Junho Lee 어머님 
➢ (G3) *Mariana Jimenez-Anzola, Ana Maria 어머님 
➢ (G4) Satoko Crockatt, Hana 어머님 
➢ (G5) Junga Heo, Elizabeth Kim 어머님 (불참) 
➢ (G6) Suzanne Bowie, Davion 어머님 (불참) 
➢ (G7) Jin Cho, Andrew Lee 어머님 (불참) 
➢ (G10) Hyunji Kim, Steven Choi 어머님 (불참) 
➢ (G11) Peggy White, Chris 어머님 
➢ (G12) Lili Mercado, Lea 와 Sofia 어머님 

❖ 이 외 참석하신 모든 분들: 
➢ Roneiko Henderson Beasley 
➢ Aimee Borel 
➢ Alexandra Ludovici 
➢ Elba Ortiz 
➢ Brenda Ortiz 
➢ Young Cho 

진행자  

 Sarah 

 

 

 

 

 

 

 

시간 

11:35 

 

 

 

 

 

 

 

 

 

➔ 환영 메세지: 여러분이 학부모-교사 모임에 기여해주신 모든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세션 스탠드와 에그헌트를 위해 기부해주신 

음식/사탕/물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에그헌트 이벤트를 도와 

주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PTSO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졸업사진 촬영날 많은 도움을 

주신 Mr. Morrison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말을 전합니다. 가능한 빨리 2017/18 

년도 졸업 앨범  구매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Sarah 11:37 

BFS 공지사항: 프레젠테이션을 보려면,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수업 신청은 4월 9일 월요일에 종료됩니다. 
➔ 학부모-교사 상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이끄는 상담을 진행할 것 입니다.  

◆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www.myconferencetime.com/busan. 
◆ 자녀의 담임 선생님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 “Sign Up”을 클릭하여 원하는 상담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스케줄 신청은 4월 10일 화요일 저녁에 

마감됩니다. 

Mr. 

MacFarlane 

and  

Mrs. 

Harvey 

11:40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Af5rsKg0yuTiJtFBJKyIldwYV-rUbLOjzV9nLE0kmkQ/edit?usp=sharing
http://www.myconferencetime.com/busan


➔ MAP Testing: 2학년에서 11학년들의 수학, 읽기 및 언어 분야 시험이 4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결과는 Q4 성적표에 나갈 것 입니다.. 

➔ WASC 후속 공지 & 홍보 영상 고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반에서 제작한 것 

마지막 회의 이후 PTSO 수입 및 지출 내역 검토: 
➔ 잔액 시작 : 3,006,575 원 

◆ (142,000) MS Stuco 발렌타인 캔디그램에 기여 

◆ (38,000) 드라마 클럽 대본 

◆ (140,100) Breakfast with a book 후원 

◆ (96,450) 컨세션 스탠드 도와준 드라마클럽에 기부 

◆ 469,645 컨세션 스탠드 수입 (2 가지) 

◆ 6,590 은행 이자 

➔ 결산: 3,066,260 원 

Vanessa 

 

 

11:50 

예산 재검토 및 설명 : PTSO의 목적은 교내 행사, 방과 후 활동 및 모금 행사 등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관계와 학교 환경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 

입니다. 매년 PTSO에 의해 모금된 돈은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한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쓰입니다. 올해는 약 2,000,000원을 구입 했을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항목들에 

사용합니다. 

기금 항목 예산 배정 (최대)  

1. 할로윈, 추수 감사절, 겨울 행사, 발렌타인 
데이, 봄/부활절 장식  
학부모 위원회가 함께 모여 구매 주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링크 를 클릭하여 
학부모위원회에 가입하십시오. 

400,000 - Oriental Express 혹은 
AliExpress *(학부모 위원회) 

2. 2017년에 구입했던 butcher paper 
디스펜서에 사용할  다양한 색상의 butcher 
paper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는 
대형 종이롤) 

300,000  
Sarah 가 검색 후 주문서를 작성할 
것 입니다. 

3. 핫도그 스팀기 
Mr. Galles 선생님이 제기한 이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특별 
행사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300,000  
Sarah 는 아마존에서 다양한 
옵션을  찾아보고 주문서를 작성할 
것 입니다. 

4. 회의 및 행사 시 커피와 핫초코를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큰 항아리 

150,000 - Hamilton Beach 40515R 45 
-Cup Coffee Urn, Silver  

5. 운동장에 추가로 놓을 장비: 
● T-ball 세트 (x6) 
● 배드민턴 세트 (x4) 
● 부드러운 프리즈비(원반) (x6) 

500,000:  
● KidGym IKG1070, p22 (22,000) 
● KidGym IKG91607, p12 (62,000) 
● 국내 구매 

KidGym에서 주문 

6. 새로운 중고등학교 드라마클럽 학생들을 
위한 자금  (소도구, 의상, 세트 등) 

300,000 드라마 클럽이 남은 PTSO 
컨세션을 도와주며 50%의 수입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Sarah 11:55 

다가오는 일정: PTSO 이벤트 달력 and 연말 자원봉사 Sign-up Sarah 12:15 

https://youtu.be/syU-poJBMXY
https://goo.gl/forms/iqCGJJd5NFLlreG03
https://www.dropbox.com/s/o3wqdmvi6796twp/EVENTS%202017_2018.xlsx?dl=0
http://www.signupgenius.com/go/409084da5ad2ba1f58-ptso


➔ PTSO Egg Hunt: 오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자원봉사 클럽에서 미리 1261개의 달걀을 채워줬습니다. Ms. 

Branch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Sarah 는 나머지 작업과 에그헌트 순서를 

검토했습니다. 

➔ 문학을 기념하기 위한 아이스크림 파티: 4월 12일 목요일 @ 오전 10:55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컵과 스푼을 찾아봐야하고, 혹시 없으면 구입해야합니다. 

*PTSO 물품 확인 

➔ 패밀리 펀/중고 물품 판매 계획 (교내 동아리들과 함께 계획): 4월 16일 월요일 

@ 오후 3:45, 203호 

시간이 되신다면, 중고등학교 동아리들과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PTSO 컨세션: Ms. Wiehe 선생님과  Ms. Boyle 선생님은 드라마 클럽 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이 남은 컨세션 스탠드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스피치 & 연설 대회: 4월 21일 토요일 @ 오전 9시 

◆ 중학교 농구 결승전: 5월 16일 수요일 @ 오전 9시 

 

➔ 패밀리 펀 데이 & 중고 물품 판매: 5월 12일 토요일: 이 행사는 우리의 가장 큰 

연간 모금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이 논의 되었습니다.: 

● Vanessa는 학부모님들이 올해 어떤 바운스 놀이기구를 사용했으면 하는지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 2017년 경험을 바탕으로, Sarah는 개선된 레이아웃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모든 문서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Vanessa 는 중고물품판매 업체 등록을 

진행할 것 입니다.  

● 우리는 BBQ 행사를 운영해 줄 아버님들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관심 조사를 

위해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우리는 파이 던지기 행사를 올해도 진행할 지 투표했습니다. 

● 그 외 새로운 아이디어: 

○ 물풍선 부스 대신 스펀지 던지기 혹은 스펀지 싸움 부스 

○ 운동장 이벤트: 대형 비눗방울 만들기? 장애물 코스? 2인 3각 달리기? 

○ 4월 16일 기획 회의 이후 자원봉사 sign-up 등록을 기다려 주세요. 

➔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아침: Tues, May 15th:  

이 행사에서 두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결정 되었습니다: 

1.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직원들을 위한 아침을 직접 카페테리아에서 

나눠주고싶어 합니다. Sarah는 행정실과 함께 학교 급식실 직원들과 일정을 

조정할 것 입니다. 

2. 모든 학부모님들이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자녀들에게 선생님들 혹은 학교 

직원들을 위한 감사 편지를 쓰도록 할 것 입니다. 이 편지들은 아침식사때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될 것 입니다. 

➔ 글로벌 개더링: 참가 추후 결정: 5월 20일 일요일 @ 오전 10시 APEC 나루공원 

PTSO는 올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12학년 졸업 축하 아침 식사: 5월 30일 수요일 

이 행사는 졸업하는 12학년들을 축하하는 아침으로써, 선생님들께 드리는 아침과 

비슷합니다. 

http://www.signupgenius.com/go/409084da5ad2ba1f58-ptso
https://goo.gl/forms/EWZrERWDAK1ISu9r2
https://goo.gl/forms/EWZrERWDAK1ISu9r2
http://www.signupgenius.com/go/409084da5ad2ba1f58-ptso
http://www.signupgenius.com/go/409084da5ad2ba1f58-ptso


★ 회의 종료:                   Thank you!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Gracias! Sarah  12:30 

다음 PTSO 회의는 5월 3일 목요일, @오전 11:30 입니다. 

*이 회의는 올 2017-18학기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패밀리 펀 데이와 중고 물품 판매 행사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