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O & BFS
JAN 17, 2020

BFS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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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Brenneman explained that most of
students are digitally socially active and as
a school it is something we are aware and
cautious about. It also means that your
children are reachable at any time and
sometimes do not get a break from the
school environment at home. The
presentation will share some information
on what parents can do to parent their
children’s online presence.

Report cards being distributed TODAY
PEP Rally today @ 2:40 pm
Elementary after school clubs (sign up just after lunar new year)
(February 4th to May 8th)
January 30th @ 4:45 pm Parent Conference:
SONICBOOM BFS game will take place
“Partnering with Families to Safeguard the BFS Community Online”
Sunday February 9th at 5:00pm. The
oparents that went last time had a great
Yearbook individual pictures available (contact
main
ofﬁce
to
get
yours)
교감선생님이 대부분의 학생이 온라인
time. This time, our BFS Kpop club will
사회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에서
perform during half time! More information
SONICBOOM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will be shared soon.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닿을
수 있고, 때때로 가정에서 학교
환경으로부터 휴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감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은 부모들이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것 입니다.

오늘 성적표가 나갈 예정입니다.
PEP Rally 행사 오늘 오후 2:40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설 지나고 사인업 가능합니다) (방과 후 활동 기간 2월 4일
~ 5월 8일)
소닉붐 농구 경기는 2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 이 전 경기를
구경갔던 온라인 안전 교육”
1월 30일 오후 4:45 학부모 강의: “부산외국인학교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으 보냈습니다 . 이번
졸업 사진 (증명사진) 이 나왔으니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에서는
우리 학교
댄스클럽 학생들이
하프타임 동안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 더
소닉붐 농구
많은 정보는 곧 공유될 것입니다 .

PTSO - Finances
●

●

Thanksgiving
○ Cash donation: 100,000 krw
○ Costs: 156,000 krw
Elementary Movie Night
○ Contribution: 35,000 krw

●

Uniform sales: 15,000 krw

●

추수감사절
○ 현금 기부: 100,000 원
○ 비용: 156,000 원
초등학생 영화 관람 이벤트
○ 기금: 35,000 원

●
●

교복 판매: 15,000 원

We are doing well. It was noted we need to
think about fundraising or covering our project
costs.

Account balance: 3,001,762 krw

-

36,000 krw

통장잔액: 3,001,762 원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 모금이나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36,000 원

Next projects
●

Fundraise (asking for PTSO donations)
○ Bumper sticker (200 for 240,000 krw)
○

●

MS Formal
○
○

●

슈퍼볼 스타일의 베이크 세일을 통해 자금 조달
한국어 + 러시아어 담당자 찾기 (VAL)
중학생 학생위원회의 노래 목록과 함게 디제이 (VAL)
지하강당 (밴드 선생님께서 음악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
4월 중 토요일 6시 ~ 9시까지 (VAL 가능한지 물어보기 ):
조금 더 짧은 시간?
부모님들이 만든 핑거푸드
캔디 바
입장권 가격 약 10,000원
연기 기계
디스코 조명
춤이 들어간 게임
포트나이트 비디오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험

자석 달력 (100장 168 달러)

중학생들을 위한 행사
○
○

학교 자석 달력을 주문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부모님들은 학교 쉬는 날을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우리는 가족 수를 알아내야하고 , 자석 달력과 함께
나눠줄 편지 초안 작성, 자석 주문 및 배부 (3월
목표)를 해야합니다 .

Masquerade (STUCO will sell plain masks the week before the dance and those students who
buy one will get a discount on the entrance ticket)
Food, music, and games - nothing too elaborate for games as they would probably really like
아이디어
:
Initial thoughts:
to 주요
dance
and
eat with their friends :)
Fundraising with bake sale super bowl style

기금 조성 (PTSO 기부 요청)
○ 범퍼 스티커 (200매 240,000 원)
○

●

Magnet calendar (100 for 168 USD)

It was agreed we should go ahead with the
school calendar magnet idea. Parents asked
to make very clear when there is a day off.
We need to ﬁnd out no. families, draft
accompanying letter, order magnets,
distribute (target March)

Find korean + Russian rep (VAL)
Dee-Jay VAL with song list by MS Stuco
Auditorium (Dr. Grant mentioned we can also use music
room)
6 pm to 9 pm on a Saturday in April (VAL to suggest):
maybe shorter time?
Finger food to be made by parents
Candy bar
Ticket price around 10,000 krw to maximise attendance
Smoke machine
Disco lights
Dance style games
Fortnite video
Memorable experience

가면무도회 (학생위원회에서 무도회 일주일 전 마스크를 판매 할 것이고, 그 마스크를 사는
학생들은 입장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음식, 음악, 게임 - 아마도 친구들과 춤추고 먹는 것을 더 좋아 할 것 이기 때문에, 게임은 별로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THANK YOU!
Let’s go for lunch!

감사합니다!
점심은 달맞이 풍원장 고기정찬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Poongwonjang Goguijeongchan | Dalmaji

OTHER ITEMS
기타항목
● NEXT
MEETING:
FRIDAY,
FEB
7th.
The group would like to acknowledge more korean culture
학부모님들께서 교내에 더 많은 한국 문화가 알려졌으면
at the school.
합니다.
Discussion about having a lunar new year menu at school
Will
be
session.
학교에서
설날 preceded
메뉴를 만드는것에 대한by
토론 a coffee with
AlsoPrincipal
incorporating something
more korean on Spirit Week
스피릿 위크에 한국적인 것을 추가하는 것
어린이 날에 학교에서 한복과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이에 대한것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

The group thought maybe for children’s day we could have
a hanbok day and korean traditional games at school. It was
decided to table this at the next meeting.

● 다음 미팅 : 2월 7일 금요일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 이후 바로 미팅이 진행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