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O & BFS
JUN 5, 2020

What an End of Year

Thank You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PTSO와 모든
부모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과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참여하고 행사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A big thank you to the PTSO and
all the parents for making the
best out of a dire situation. For
sticking together and helping
each other.
For showing gratitude for the hard
work of teachers and
administration. It really meant a
lot to them.
For organizing still events and
ways to be present no matter
what.

Reminders
●

PROM will take place tonight!

●

June 8th: we will welcome 5th, 6th, and 7th grades

●

Wednesday June 10th: last day of school (normal dismissal)

●

Friday June 12th: report cards sent home / moving-on / Graduation.

●

Consider SAT Prep with Kaplan online.

●

PROM이 오늘 진행 될 예정입니다!

●

6월 8일: 5, 6, 7학년 등교

●

6월 10일 수요일: 종업식 (평소 시간대로 하교 합니다)

●

6월 12일 금요일: 성적표 나가는 날 / 무빙온 행사 / 졸업식

●

KAPLAN SAT 대비 강의 청강을 고려해보시면 합니다.

PTSO update
Finance
● Healthy funds: over 4mio krw in the bank account.
Past projects
● Teacher appreciation
Next projects
● Redistributing magnet calendars
● PTSO is preparing lei’s for Grade 5, Grade 8, and Grade
12. Helper’s needed on the 10th, and the 11th.
● PTSO family event at the start of the year? back to school
beach bash …
● Family orientation: need helpers selling PTSO 2nd hand
uniform, welcoming new families, and encouraging
volunteers.

Whomever would like to help with
Lei’s:
-Grade 5 on Wed. June 10th at
10:am
- Grade 8: June 11th at 10:00 am
For details contact Kylee.
Everyone is on board with the
welcome back to school beach
event. To be planned in August
and to take place within two
weeks of the school start.
Kylee and Suzanne will help out
during family orientation.

PTSO update

KOREAN TRANSLATION

결산
● 잔액 : 400만원 이상 잔액 남음
진행 한 이벤트
● 교사 아침식사 행사
다음 이벤트
● 자석 달력 재배부 중
● PTSO는 5학년, 8학년 12학년을 위해 lei’s 를 준비 중
입니다. 10학년 11학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내년학기 초에 가족참여 PTSO 행사를 진행할지?
백투스쿨, 해변에서 하는 행사 등
● 패밀리 오리엔테이션: PTSO 중고 교복 판매를 도와주실
분,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 및 안내 해주실분, 자원봉사하는
학생들 및 가족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실 분 등이
필요합니다.

Lei’s 만들기 일정:
-5학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8학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자세한 내용은 Kylee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모든분들이 백투스쿨 해변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주셨습니다 . 이
행사는 개학 후 2주 이내, 8월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Kylee 와 Suzanne 이 패밀리
오리엔테이션 날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THANK YOU!
Let’s go for lunch!
A BAM BOO
Busan, Haeundae-gu, Songjeong-dong,
Songjeonggwangeogol-ro, 87

감사합니다!
점심은 가비 레스토랑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어밤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광어골로 87 어밤부 1층

Other: we will create a kako group and hope this will help include more parents.

기타 사항: 카카오 그룹채팅을 통해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