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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 Updates

● Coronavirus (Coffee with the Principal).
● Events cancelled, events hopefully postponed.
● MS volleyball tomorrow at BFS.
● SONICBOOM this Sunday.
● SAT Prep with KAPLAN.
● Intent to Return.

● 코로나 바이러스 (학부모 간담회)
● 행사 취소, 연기 될 수도 있음.
● 내일 BFS에서 중학생 농구 경기
● 이번주 일요일 소닉붐 농구경기
● KAPLAN SAT 준비 과정
● BFS에 계속 재학 할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시작.

Coronavirus information was shared with parents during the Coffee with 
the Principal. 

Events cancelled: HS Basketball KISAC, MUN
Events postponed: MS Volleyball divisional
Events going ahead: HS SKAC Basketball

Many parents coming to SONICBOOM, more community events 
coming up.

KAPLAN is the number one provider of SAT prep classes in the world. 
They send their instructor. Classes are small. It is great value for 
money. Kaplan guarantees a score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or 
reimburse the fees.

Very important to fill in Intent of Return. We already have waiting lists 
for 9 of the 12 grades!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정보는 학부모 간담회 시간에 공유해드렸습니다.

행사 취소: 고등학생 KISAC 농구 시합, MUN
행사 연기: 중학생 배구 시합
행사 진행: 고등학생 SKAC 농구 시합

소닉붐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주셨고, 더 많은 커뮤니티 이벤트들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KAPLAN은 SAT 준비 과정 제공 업체 중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은 현장 
강사를 보내주고, 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치가 뛰어납니다. KAPLAN은 
점수 향상을 보증합니다. 

다음학기도 등록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2학년과 9학년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PTSO

● Finances: no changes.

● MS Semi Formal

○ Date set 24 April 6:30pm to 9:30 pm
○ Sign-up genius for donations concession stands.

● Calendar Magnets have arrived!

Account balance: 3,001,762 krw

● 예산: 변동 없음

● 중학생 포멀 행사

○ 4월 24일 저녁 6:30 ~ 9:30 으로 예정

○ 사인업 지니어스를 통해 매점 기부 부탁드립니다.

● 자석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Ms. Kylee presented plans for the dance. A 
budget will be submitted at the next meeting 
but the committee hopes they will be able to 
raise enough funds via concession stand of 
the 19th (please volunteer and donate) and 
ticket sales. The parents have been working 
with MS Stuco to solidify plans and dates.

The calendar magnets are great! Ms Erin 
beaty will draft a message to parents and 
they will be send to families with a request 
for a 10,000 krw donation to the PTSO.

Ms. Kylee께서 댄스 행사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회의때 예산을 제출할 
것이지만, 19일날 진행하는 매점(기부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과 티켓 판매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학생위원회와 함께 
행사 날짜와 계획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자석 달력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Ms. Erin 
Beaty 께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메세지를 
작성할 것이고, 그 메세지와 함께 
학부모님들께 PTSO에 10,000원의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 입니다.



Next projects
● Request to host literacy month ice cream social (Ms. Gleb)

○ 2nd April (Thursday) or 3rd April (Friday) afternoon.

● Egg hunt? (April 12)
● Family Fun Day and Garage Sale. Options for date

○ Initially May 30 BUT … HS trip
○ Rescheduling options: Saturday May 23rd (memorial weekend?) / Saturday 16th (HS prom has 

moved to Friday 15th) / Sunday 31st afternoon.

● 문학의 달 행사에 사용할 아이스크림  기증 요청 (Ms. Gleb)
○ 4월 2일 목요일 혹은 4월 3일 금요일 오후

● 에그헌트? (4월 12일)
● 패밀리 펀 데이 & 중고물품 판매 행사. 날짜 옵션

○ 보통 5월 30일이지만… 고등학교  여행 일정과 겹침
○ 다른 날짜 옵션: 5월 23일 토요일 (메모리얼  주?) / 5월 16일 토요일 

(고등학생  프롬 행사가 15일 금요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5월 31일 일요일 오후. 

The ice-cream social donation was approved 
unanimously.
We will be asking for volunteers at the next 
meeting to organize:
- Egg hunt (April 12th)
- Korean children’s day (May 5th)
Parents would prefer a Saturday afternoon 
(but not a Sunday, neither U.S. Memorial Day 
weekend).

아이스크림 행사는 만장일치로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자원 봉사자들을 요청할 것 
입니다:

- 에그헌트 (4월 12일)
- 어린이날 (5월 5일)

학부모님들께서는 토요일 오후에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일요일이나 미국 현충일 주말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Let’s go for lunch!

GAVI restaurant
www.gaviwinerestaurant.com

● NEXT MEETING:  FRIDAY, MAR  6th.

감사합니다!
점심은 가비 레스토랑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 다음 미팅: 3월 6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