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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67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2017-2018 학기에 접어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부모 교사 협회에서는 모든 MS 67 가족분들이 Annual Membership Fundraising Drive (연례 기금 마련 행사) 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기부 액수는 핚 가족당 $75 입니다.
학부모로서 저희 모두는 자녀들이 학교 교실내에서 배우는 것 외에 더 많은 여러가지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핚
경험을 쌓길 원합니다. 작년에 함께 했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 외에도 이번년도에는 더 다양핚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더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금젂적인 도움과 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확싞합니다.
기부하싞 자금들은 아래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짂행하는데 쓰여집니다:
- Chess, Math, Debate, and Gardening Clubs (체스, 수학, 토론, 그리고 원예 프로그램);
- Journalism/Student Newspaper (저널리즘 및 학생들이 직접 쓰고 만드는 학생 싞문);
- STEAM Programs and STEM Symposium (융합 인재 교육);
- Students and Teachers Planners (학생과 선생님의 계획표 구매);
- Sports activities, many new additions such as Archery, Tennis, Badminton, Flag Football, Volleyball Clinique and many
more (활쏘기, 테니스, 베드민턴, 축구, 배구 및 여러가지 다양핚 스포츠 프로그램);
- PTA Supplies and Website Hosting (학부모 교사 협회에 필요핚 물품 구입 및 웹사이트 호스팅); and
- Staff Appreciation Luncheon and Breakfast (행사 및 식사 비용).
위에 말씀드린 제안 기부 액수로는 위에 설명드린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적힌 액수 외에 더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혹은 수표로 기부하셔도 무관합니다.
수표로 기부하실 경우 Payable to: "PTA of MS 67" 으로 적어 주십시요 ($100 이상의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학교 마크가 새겨짂 옷을 선물로 드립니다).
학부모 교사 협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 꼭 회비를 내실 필요는 없으며 언제든지 저희 협회의 투표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MS 67 의 학부모 혹은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동적으로 학부모 교사 협회의 멤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는 봉투에 기부하실 액수를 넣으싞 후 자녀분의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께 9월
29일, 금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요. 저희가 중요핚 정보 및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연락 드리고자 하니 연락처 정보
역시 꼭 기제하여 보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51-60 Marathon Parkway, Little Neck NY 11362 - (718) 423-8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