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SO PARENT MEETING
MONDAY, APRIL 19TH 2021

AGENDA

Thanks
Egg Hunt
● Thank you to all parents that helped with egg stuffing.

Rachel Napier, Aimee and Keegan Kloster, Natalie and Miriam Beaty.
● The event was great!

Spring into Action: Thanks from Lennika and Jeen

Accounts
● Balance: 3,696,182
● Uniform sales (20,000 krw)
● Bags for egg hunt: 14,500 krw

Celebrating the Class of 2021

● Check SM accounts for individual recog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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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Parent Sponsored events

1. Teacher appreciation breakfast (Suzanne Lee)
● Tuesday, May 4th
● (UPDATE) Set up must take place prior to the start of school (8am). Parents

cannot be on campus when students are on campus. Maximum 4.
● Reminder: actions from last meeting:
=> Suzanne Lee will prepare a sign up genius to ask for volunteers
=> Suzanne will also prepare a message to send to all parents so children can
write thank you notes for their teachers.

POST MEETING NOTES

=> Suzanne will work with a small committee to gather ideas in view of current
restrictions.

=> Concerns about timing of getting baked goods.

=> Two microwaves will be available for use.

=> Suzanne asked for 150,000 krw for Costco purchases. This was approved.

Follow ups from last meeting

1. PTSO Gently used uniform items shop

=> Need to advertise the 2nd hand shop for PTSO.

=> request for 2 students to volunteer to do the BFS 2nd hand shop inventory
(Vanessa on morning memo with Suzanne as contact point)

POST MEETING NOTES

=> With the restriction of school access requests to come on a Saturday when school
is not in session.

2. End of Year PTSO Event for Leaving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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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discussed at the next meeting.

=> If the 4 people gathering restriction is still in place an
idea will be to have 4 people groups zoom meeting.

POST MEETING NOTES

=> Restrictions still in place.

3. Seniors

POST MEETING NOTES

=> Amiee requested 100,000 krw for the breakfast. Request approved.
=> Message to parents being translated, asking for student pictures of when they
were young.

=> Questions in terms of the graduation format, attendance, etc.. Vanessa will seek
answers and ensure a communication is sent out. Similar questions for Moving On
ceremonies.

New request for discussion

1. Summer school (Jenny Kang)

POST MEETING NOTES

=>  Parents would definitely appreciate any type of structured activity.

=> ideas:

- Ask for high school students to volunteer
- Ask teachers (growing music programme, computer coding, etc)
- BFS facilities available for parents to organise ad hoc courses
- Get a list of available structured programmes available in Busan for

parents, ideally in English

=> Vanessa will:

- Ask if externals / parents would be allowed to run their own events and
conditions/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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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answer is positive enquire with teachers if they

would like to run any event (payment possible).
- If the answer is positive enquire with students if they

would like to run any event (payment or volunteer
hours possible).

2. Prom
=> Need more clarity in terms of what is going to happen with prom, graduation,
moving one.

● Prom will take place for grades 11 and 12.
● At the school, at the gym.
● On Friday May 21between 6:30 pm to 10:00 pm.
● No food.
● HS Stuco is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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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안건

감사합니다

1. 에그헌트
● 달걀 속을 채워주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Rachel Napier,

Aimee and Keegan Kloster, Natalie and Miriam Beaty.)
● 행사는 훌륭했습니다!

2. Spring into Action: Lennika와 Jeen 학생들이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했습니다.

계좌

● 잔액: 3,696,182
● 교복판매 (20,000 krw)
● 에그헌트 종이가방: 14,500 krw

2021년도 졸업생 축하

● 학교 소셜미디어에서 개별적 축하 사항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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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후원 이벤트 제안

2. 교사-직원 감사 아침 (Suzanne Lee)
● 5월 4일 화요일
● (UPDATE) 준비는 학교 시작 전에 모두 되어야합니다 (8시).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때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최대 4명

● 리마인더: 저번 회의 이후 방안:
=> Suzanne Lee 어머님께서는 도와주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 싸인업지니어스를

준비할 것
=> 어머님은 또한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감사편지를 쓸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에게 보낼 메세지를 준비할 것 입니다.

회의 후 메모

=> 수잔 어머님께서는 현재 제한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소규모 그룹과 협력해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입니다.

=> 신선한 구운 빵 제품들을 언제 구매할지에 대한 우려

=> 자레인지 2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수잔 어머님께서 코스트코 장보기를 위해 15만원 사용을 요구하셨고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회의 후 팔로업

4. PTSO 중고 교복

=> PTSO 중고 교복 판매에대한 홍보 필요

=> 2명의 학생들이 중고교복 재고 파악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 (바네사가 수잔 어머님과 함께
모닝메모를 통해 안내할 것)

회의 후 메모

=> 교내 출입 제한에 따라, 토요일 수업이 없을 때 학교를 방문해 중고교복을 살 수 있게요청

5. 떠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기말 PTSO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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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회의에서 논의

=>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여전히 시행 중인 경우, 4인그룹줌미팅
실시

회의 후 메모

=> 5인 이상 모임 금지 여전히 시행중.

6. 12학년

회의 후 메모

=> 에이미 어머님께서 조식 비용 10만원 요청 - 요청 승락.
=> 학부모님께 보내는 메세지 번역 중 - 학생들이 더 어렸을 적 사진 요청

=> 졸업식, 출석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바네사는 답변이 이메일로 확실히 전단되도록 할 것.
무빙온 행사에 대한 유사한 질문

회의를 위한 새로운 토론 요청

3. 썸머 스쿨 (Jenny Kang)

회의 후 메모

=>  학부모님들은 어떤 종류의 활동이라도 당연히 환영함.

=> 아이디어:

- 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요청
- 교사들에게 요청 (음악 프로그램, 컴퓨터 코딩 등)
- 학부모님들이 특별 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 사용 가능하게 하기
- 부산 내에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

=> 바네사가 할 것:

- 외부 업체나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수업이나 과정을 교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학교와 확인
- 만약 답이 긍정적인것이라면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지 물어볼 것

(유료일 수도 있음)
- 만약 답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지 물어볼것 (유료
혹은 봉사시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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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롬
=> 프롬, 졸업식, 무빙온 행사와 관련하여 더 명확한 설명 필요

● 프롬은 11학년과 12학년들 대상으로 열릴 것
● 교내 - 체육관에서 진행
● 5월 21일 금요일 저녁 6:30 ~ 밤 10 까지
● 음식은 없을것
● HS Stuco가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