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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Ms. Allepuz
● Mr. Carl Brenneman
● Principal Macfarlane

○ SKAC 스포츠 변경 사항
○ 초등학교 SOM 변경 사항 => 학생 모임으로 변경
○ MAP 시험

● Ms. Michelle Ness
○ 캐릭터 (특징) 교육
○ 친구 간의 교습

● Ms. Suzanne Lee

● SKAC 스포츠는 앞으로 화요일, 금요일 3:40 
부터 4:40 까지 진행 될 것 입니다. 이것은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학생들이 
가졌던 휴식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스포츠 클럽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행하는 STEM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BFS 
시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팀워크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SOM운 학생 모임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매달 
다른 학년이 모임 대표로 나와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의 SLO를 설명합니다. SL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의 SLO 탭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 https://busanforeignschool.org/about-us/mis
sion-vision/ 

● MAP 시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 될 
예정입니다. 본교는 이 시험을 자신의 성적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며 발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4월 5월 경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 학교에 잘 오는것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busanforeignschool.org/about-us/mission-vision/
https://busanforeignschool.org/about-us/mission-vision/


PTSO

● 누가

● 무엇을

● 왜

● 언제

● 모금

● PTSO는 학교에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 PTSO는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쉽을 발휘 합니다. 아래는 작년 행사를 정리한 
것으로, 모든 행사는 부모님들에 의해 제안되고 주도 됩니다. 학교는 이런 행사를 항상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 학교는 돈을 제공하지 않고, PTSO가 직접 돈을 모읍니다. 이것은 PTSO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

필요한 직책

● 대표

● 행사시 매점 코디네이터
● 기금, 모금 조성자
● 치어리딩 모임?
● 행사 코디네이터:

○ NHS Induction / 10월 4일 금요일
○ 개교기념일 / 10월 11일 금요일
○ 할로윈 / 10월 31일 목요일

● 아래 분들께서 지원 해주셨습니다.
○ Heejin Kim (행사 매점 코디네이터)
○ Susanne Lee and Kylee Venetsanakos : 할로윈 행사 
코디네이터

○ Mrs. Lee : NHS Induction 의 부모님 대표로 추천 
● 다른 직책에 대해 더 알고싶거나, 다른 직책에 지원하고 
싶으시면 ptso@bfs.or.kr로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mailto:ptso@bfs.or.kr


기타

● 12학년 학부모님들 : Roneiko Beasley 이메일

● 중요한 이벤트 일정 (작년 이벤트 기준)

● 3번째 슬라이드쇼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의는 주로 매달 첫째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회의 스케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 10월 4일
○ 11월 1일
○ 12월 6일
○ 2월 7일
○ 3월 4일 (목요일)
○ 4월 3일
○ 5월 1일

mailto:roneikobeasley@gmail.com


함께 맛있는 식사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