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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 업데이트

● 다음 학부모-교사 상담 (3월 5일, 6일)

● NHS Induction 오늘 오후 3:40. 모두 환영합니다.

● 개교기념일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주최). 오후 3시에 진행하는 Pep Rally 에 참여해 

주세요.

● PSAT (모의 SAT) 시험이 곧 시작 됩니다. (8 ~ 11학년) 시험은 수업 중에 진행될 것 

입니다. (1교시 ~ 4교시 사이)

● 스포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에 BFS에서 열리는 고등학교 배구 

결승전을 잊지 마세요.

● 출석 규율 변경 (이메일 참조)

BFS 이메일이 가끔 스팸함으로 자동 분류 되기도 하니, 이메일 스팸함도 자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은 
팹랠리가 마무리 되는 3시에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시 대회 상장 
수여식 및 선생님 대 학생 배구 게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침에 썬더스 선생님이 보낸 PSAT에 관한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학습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SAT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약 한달정도 입니다.
학부모님들은 MAP 시험 결과, SAT 시험 결과, 성적 GPA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은 PSAT가 학생들에게 SAT 시험 형식을 배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혔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께서 본교는 작년 2년동안 KAPLAN SAT 준비 워크샵 10일 과정을 주최해왔고, 처음 시작과 끝 
사이 SAT 성적이 나아지지 않으면 돈을 환불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KAPLAN 강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아침에 실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6개월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있을때는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질문도 가능합니다.



● 학부모님들은 PTSO 회의때 통역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의 중 자세한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통역가를 찾아보기로 합의 했습니다 (가능한 전문 통역가로)

● 학부모님들은 교장선생님과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미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동의 했습니다. 
PTSO 미팅 30분 전 회의를 주최하는 것이 어떤지 더 논의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다음 PTSO 미팅에는 
참석하시지 않을 예정이라 일단 10월 중순에 만남을 주최 하는 것이 제안 되었습니다
=> 이메일로 사인업 양식과 설문지를 학부모님들께 발송 할 것 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역은 준비되어 있을 것 입니다.

● 학부모님들의 추가 질문:
Common Core 와 MAP 시험에 관한 이해 : MAP 시험은 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고,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평균 이상이며, 가끔 가장 성적이 좋은 동아시아 국제학교보다 조금 아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스케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다른 교실로 수업을 가는 이동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동시간이 늘어나면 학생들이 락커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고, 선생님께 질문 할 
시간도 생길 것 입니다.
=> 교장선생님은 지금 당장은 다른 어떤 것에서 시간을 빼야지만 이동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TSO - 할로윈

● 사탕 기부 요청 공지가 나갔습니다.
● 첨부된 제안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로윈 게임)
● 모금 요청:

○ 총 추산 = 283,000 원 (선인장 사탕 구매비 포함) 

○ 총 추산 = 223,000 원 (선인장 사탕 구매비 미포함)

● 요청이 승인 되었습니다 (최대 283,000원) 하지만 연기를 만드는 
기계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연기 기계 만큼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연기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학선생님인 Mr. 
Cressey에게 물어보는 것이 논의 되었습니다. 또한 연기 기계는 큰 
방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도 
있습니다. Dr. Grant 선생님은 현재 제안된 기계의 사양들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Ms. Demers 선생님은 초등학교 퍼레이드와 중고등학생 퍼레이드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퍼레이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최하고 PTSO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상의 해봐야 할 것 입니다. 

● 유령의 집을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Suzanne은 고등학교 
학생위원회에서 유령의 집을 만들 것이라고 확인 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3mVSfzqIqLkRMG0Cr4pFLIHu0asMAVc/view?usp=sharing


현재 필요한 사항들

필요한 역할:

● 행사 코디네이터: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 BIWA Bazaar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지? (모금 행사)

● 두명의 학부모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Hye Joung (10학년 Sharin이 
어머님), Amy (11학년 Brayden, 7학년 Keegan 어머님)

● BIWA BAZAAR 참여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모금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범퍼 스티커나 학교 달력 자석과 같은 작은 선물을 요청서에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친구들에게 꽃 (혹은 다른 것)을 
전달하는 배달 이벤트로 돈을 모금하는 것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강가 | 우1동 627-1 하버타운 3층

● 다음 미팅:  11월 1일 금요일 (추수감사절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