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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만나나요? 

BSGE PTA 는 보통 매월 두째 화요일 6:00 pm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모입니다. 각 회의에는 학부모 

교류, 특별 주제 토론 및/또는 초대 강사, 학교장 

Johnson 과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BSGE PTA 
The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Parent-Teacher Association 
34-12 36th Avenue ~ Astoria, NY 11106 
BSGEPTA@gmail.com 

  
    Co-President     Co-President     Vice President         Co-Treasurer                   Co-Treasurer             Recording Secretary 
    Serena Reisner     Paola Vita      Syed Rahman          Danka Illich                   Nick Leahy                Asha Sharma 
    PTAPres1@BSGE.org    PTAPres2@BSGE.org    PTAVP1@BSGE.org    PTATreas1@BSGE.org    PTATreas2@BSGE.org    PTASec1@BSGE.org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행사 및 견학을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 

합니다.  

학교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심화 기회와 교사를 위한 IB 연수를 지원할 기금을 

마련합니다. 과거 학부모 기금은 SAT 준비 수업, 학생 활동 및 교사 지원 선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학교를 대표하여 아이들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부모 교사회 회의 일정 - 

2019/2020 

화요일 6:00 – 7:30 pm 

9 월 17 일 
10 월 15 일 

11 월 12 일 

12 월 10 일 

1 월 14 일 

2 월 11 일 

3 월 10 일 

4 월 7 일 

5 월 12 일 

6 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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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또는 현금 기부는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체크 수취인은: BSGE PTA 

체크 또는 현금의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십시오: 

BSGE PTA 

교무실 

34-12 36th Avenue 

Astoria, NY 11106 

봉투에 “BSGE PTA”라고 명시하여 기부금과  

양식을 자녀 편에 메인 사무실로 보내셔도 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    

동봉 금액: $__________________  

 

 

 

 

 

오늘 SGE 를 후원하세요! 

모든 액수의 기부금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펀드레이징은 무엇을 후원하나요? 

기부금 전액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심화 기회와 교사를 위한 IB 연수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PTA 의 도움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PTA 덕분에 학생들은 로보틱스, 토론, 과학 

올림피아드, 학교 신문, 팀 스포츠 등에 참여할 기회를 가집니다. 대학 진학 상담 카운슬러, IB 비용, 견학 등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PTA 에 기부할 수 있나요? 

PTA 웹사이트 링크를 통한 온라인 기부, 체크, 캐쉬 등으로 매월 또는 1 회 기부할 수 있습니다. BSGE PTA 에 체크를 

쓰시고 뒷면 양식을 작성하여 메인 오피스로 보내십시오. 현금 기부도 작성한 양식과 함께 메인 오피스로 

가져오십시오. BSGE PTA 는 a 501(c)3 단체로 모든 기부금은 면세 혜택이 있으며 회사 기부금 매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되므로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얼마나 기부해야 하나요? 

할수 있는 만큼 해주십시오. 모든 액수가 도움이 되며 100 퍼센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가정이 PTA 에 

$500 를 기부하시도록 장려합니다. 매달 50 달러, 한 학년도 기준 하루 2 달러 입니다. 다달이 또는 1 회 

기부해 주시면 BSGE 에 도움이 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학교를 지원해 주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50  한 학생의 IB 프로그램 1 달 비용 

지원 

$250   교사 연수 및 감사 행사 지원 

$500   한 학기 동안 클럽 지원 

$750   한 학기 동안 학교 신문 지원 

$1,000  1 년간 클럽 비용 지원 

$2,500  한 달간 대학 진학 상담 지원 

모든 후원에 감사하며 모든 액수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