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1.

PTA 란 무엇입니까?

2.

Northeast PTA 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PTA 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4.

PTA 에 기부 할 수 있습니까?

5.

왜 PTA 는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까?

6.

PTA 가 후원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우리 가족이 PTA 에 가입을 해야합니까?

7.

PTA 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에서 봉사하려면 PTA 에 가입해야합니까?

8.

PTA 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벤트들에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PTA 에 가입해야 합니까?

9.

PTA 에 가입하면 봉사활동은 필수입니까?

10. 왜 PTA 이벤트나 프로그램등에 봉사를 해야 합니까?
11.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까?
12. 낮에 일을 하는 부모로써 어떻게 PTA 를 도울 수 있습니까?
13. 봉사를 하고싶은데, 제 스케쥴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끔씩 1-3 시간씩 투자할 수 있을 경우



매주 1-2 시간씩 투자할 수 있을 경우



한학기를 통틀어서 10-20 시간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경우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만 가능할 경우

14. PTA 에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15. 우리 자녀들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PTA 가 제 프로그램을 후원해줄 수 있습니까?
16. Northeast PTA 야후 그룹 (Listserv)은 무엇입니까?
17. Northeast PTA 야후 그룹 (Listserv)에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Answers:
1.

PTA 란 무엇입니까?
PTA 는 “Parent-Teacher Association”의 약자로 부모님 및 보호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분들로
이루워진 단체 입니다. PTA 는 가족분들께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조금 더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과정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목표 입니다. PTA 는
가족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PTA 는
자녀분들의 교육과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드립니다. PTA 모임은 일년에
적어도 3 번정도 교장,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이 모여서 열리며 학교의 행사들, PTA 예산 편성,
그리고 PTA 와 가족들의 관심사에대하여 의논합니다.

2.

Northeast PTA 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Northeast PTA 는 학부모/보호자들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학생과 가족 그리고 직원들간에 좋은 협력을
위해 힘쓰는 활동적인 모임입니다. 우리 PTA 는 주 정부의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 주정부 PTA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Northeast PTA 단체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예산과 계획을 편성합니다.


예술, 과학, 요리교실, 체스와 같은 방과 후 교실



All-school spring Carnival



새 놀이터 건축



학교와 교실 내 도서실에 새 책 구입



Scholastic book fairs



Movie nights



Ice skating at Cass Park



Bike safety rodeo



International Night



Picture Day



School year book



학교 주소록



Northeast Link (학교 가정통신문)



학교 교육과정, 사이버 불링, 학교폭력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학부모들을 위한 저녁모임 프로그램



현장학습을 위한 모금



Books for Birthdays



Staff appreciation activities



보충수업, 농구클럽, 스키클럽 등을 위한 장학금



Kindergarten playground days (summer)



Back-to-school and end-of-year picnics



Teacher grants

3. PTA 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PTA 는 501(c)3 비영리단체로써 다양한 모금 활동등을 통해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PTA 는
학교 세금, 지역 내,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Fall FUNdraiser,
Send Your Staff Packing, Silver Graphics sales, Scholastic Book Fair, Family Portrait Night, Spring
Carnival 등과 같은 모금활동이나 세금 면세 기부 활동으로 부터 자금을 조성합니다. Ski Club 이나 농구,
보충학습과 같은 PTA 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PTA 에서 자체비용으로 운영됩니다. PTA 는 International
Night, Staff Appreciation events, birthday books, new books for the school and classroom libraries,
teacher grants 등등의 행사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4. 저도 PTA 에 기부할 수 있습니까?
PTA 에 기부하시면 연방정부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TA 회비는 New York State
PTA 와 Northeast PTA 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그중 일부는 NYS PTA 활동들을 지원하는데에 쓰입니다.
저희 예산은 PTA 회원의 회비, 기부금, 그리고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됩니다. 그에 반면 기부금과
행사들을 통해 모인 모금들은 Northeast PTA 프로그램 조성에만 쓰입니다. Northeast PTA 에는
언제나 기부하실 수 있으시며, PTA 에 가입하실 당시 멤버십 form 에 회비와 함께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 혜택을 위해 PTA 에서 기꺼이 확인서도 마련해 드립니다.

5. 왜 PTA 는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원 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 없이는 이러한 훌륭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rtheast PTA 는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며,
PTA 활동에 쓰이는 모든 돈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워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심으로써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투자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시간동안 Spring Carnival 에서 여러가지 봉사에 참여해주심으로써 학생들과 Northeast
커뮤니티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들에서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맡아주시고 자녀분들과 학생들에게 체스나 도기공예등을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실수 있습니다.



Book Fair 에서 책 판매를 도와주시고 학교 도서관에 새 책들과 장비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은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분들, Northeast 의 직원분들, 그리고 Northeast 학생들의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 PTA 가 후원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우리 가족이 PTA 에 가입을 해야합니까?
아니요. PTA 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은 Northeast 초등학교 전체에게 열려있음으로 참여하시려고
PTA 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PTA 회비는 PTA 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에게 중요한
자금으로 쓰이고, 가입하심으로써 여러분께서 PTA 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와 투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 PTA 가 주최하는 이벤트들에서 봉사하려면 PTA 에 가입해야합니까?
아니요. 정식 PTA 멤버가 아니시더라도 저희는 모든 봉사자분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의 시간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8. PTA 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벤트들에 참여할 수 있다면 왜 굳이 PTA 에 가입해야 합니까?
작은 돈이지만, PTA 회비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교육생활의 발전과 쾌적한 배움 공간을 위해
쓰입니다. PTA 는 전적으로 회비와 기부금으로 모든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회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비는 PTA 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를 후원하는데 쓰이며, 회비를 내심으로써 여러분은 PTA
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와 투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 지원은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나 뉴욕 주, 그리고 연방 정부의 정책등에서도 우리 Northeast PTA 의 목소리를
높혀줍니다. 또한 PTA 위원회의 일부가 되시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직접 관여하실 수 있고,
PTA 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하시는데도 중요한 역할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PTA 에 가입하시면
학교 내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후원해주시고 Northeast 의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녀분들의 교육
생활을 지원 해주실 수 있습니다.

9. PTA 에 가입하면 봉사활동은 필수입니까?
아니요, 봉사활동을 해야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언제든 환영이지만, 바쁜 생활과
가족이 우선임을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PTA 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PTA
프로그램을 후원해주시고 Northeast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것과 같습니다.

10. 왜 PTA 이벤트나 프로그램등에 봉사를 해야 합니까?
자녀분의 학교 일에 참여하심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시는 겁니다.
자녀분의 교육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교 모금행사를 통해 학교 내의 프로그램 범위를 넓힐수 있습니다. Halloween parade, 놀이터 재건축,
방과후 클래스등 많은 프로그램의 후원을 통해 학교의 발전과 성공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PTA 를 통해 다른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학교 스태프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PTA 를
통해 여러분의 취미나 재능을 나누실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찾아나가실수도
있습니다. PTA 에서 여러분의 컴퓨터 활용 능력, 마케팅 능력, 재무정리술, 그리고 예술적 재능을
펼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학교 일에 참여하심으로써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입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일부가 되는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해서 PTA
활동을 꼭 열심히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셔도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11.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까?
봉사활동은 가능하신 시간에 맞춰서 하실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원하시는만큼 봉사 하실수 있습니다. 13 번을 보시고 어떤 봉사활동이 여러분의
스케쥴에 제일 맞을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2. 낮에 일을 하는 부모로써 어떻게 PTA 를 도울 수 있습니까?
봉사활동중에는 이른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하실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 농구팀 코치, 카니발,
International Night, the Great Escape, movie night 등) 또한 PTA 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제일

편리한 시간에 일을 마치실수도 있습니다. 위원으로써 하실수 있는 일은 야후그룹 관리, PTA 홈페이지
관리, Box Top 모으는일, 그리고 Movie Night 주최 등이 있습니다.

13. 봉사를 하고싶은데, 제 스케쥴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학기초에 봉사자 명단에 신청하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봉사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 기회는 이메일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편리하신
시간에 맞춰서 봉사 기회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끔 1-3 시간씩 투자할 수 있을 경우


Scholastic Book Fair 에서 책 판매. 1 시간반부터 2 시간 45 분정도씩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와 봄학기 두번으로 나뉩니다.



Movie Night 때 스낵바에서 다양한 스낵들 판매.



9 월달에 있는 Picture Day 때 2 시간 정도 아이들의 yearbook 사진을 찍는것을 도와주실수
있습니다.



Halloween Parade 에 참석하는 학생들 지도.



6 월에 있는 Bike Rodeo 이벤트 (1-2 시간)



6 월에 있는 Carnival 에서 티켓 판매, 음식 판매, 게임 진행 등 (2 시간)



5 월에 있는 Staff Luncheon 준비, 음식 판매, 정리 등



보증금 모으는 일 (일주일에 20-30 분)

매주 1-2 시간씩 투자할 수 있을 경우


6 주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들의 출석체크. 봉사자분의 자녀분의 수업료는
면제됩니다.



일년내내 일주일에 한시간씩 5 학년 학생들의 카메라클럽 지도.



8 주동안 아이스 스케이팅이나 스키클럽 지도.



Northeast 에 있는 농구클럽 코치

한학기를 통틀어서 10-20 시간정도 투자할 수 있을 경우


Halloween Parade 주최



Staff Appreciation Luncheon



International Night



Spring Carnival



Picture Day (가을학기)



Scholastic Book Fair 위원



Family Portrait Fundraiser 주최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만 가능할 경우


농구팀 코치 (주중 저녁에 한시간, 주말에 한시간)



PTA 홈페이지 관리



PTA listserv 관리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서 봉사 (저녁이나 주말)



Movie Night 에서 티켓판매나 스낵판매



Carnival (6 월 저녁)



International Night 이나 Carnival 주최

14. PTA 에서 봉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봉사활동에 따라 첫 PTA 미팅때 참가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봉사활동
담당자께서 Northeast Yahoo Group 단체 이메일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봉사자 모집 광고를 내실때가
많습니다. 보통 봉사활동 신청하는 인원수가 많기때문에 답장이 늦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히 꼭 참여하고 싶으신 봉사활동이 있으시다면 담당자께 직접 연락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5. 우리 자녀들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PTA 가 제 프로그램을 후원해줄 수 있습니까?
항상 자녀분들의 교육환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PTA Board Member 와 연락하셔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PTA 가 어떻게 도와드릴수 있을지
상의해 주세요. 연락처는 학교 주소록이나 P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Northeast PTA 야후 그룹 (Listserv)은 무엇입니까?
PTA 야후 그룹은 Northeast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학교 이메일을 통해 뉴스를
받아보실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또한 야후 그룹은 포럼처럼 사용되기도 하며, 학교에
관한것들을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토론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야후
그룹을 통해 학교 관련 업데이트를 자주 주십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학교 뉴스를 받아 보실수
있지만, 야후 그룹을 통해 더욱 빠르게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 싶으시면
야후 설정에 가셔서 이메일 설정을 취소하시고, 야후그룹 페이지에서만 뉴스를 받아보실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16. Northeast PTA 야후 그룹 (Listserv)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Northeast PTA 야후 그룹에 가입하시려면 Northeast PTA 웹사이트
(http://www.northeastpta.com)으로 가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NortheastPTA-subscribe@yahoogroup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https://groups.yahoo.com/neo/groups.NortheastPTA/info 로 직접 가셔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려면 세가지 옵션중 하나를 따르시면 됩니다:
1. Northeast PTA 웹사이트 (http://www.northeastpta.com) 로 가셔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대로 링크를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2. NortheastPTA-subscribe@yahoogroups.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Northeast PTA 가 주최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
Program

Description

5th Grade Camera

5 학년 학생들이 카페라 사용법과 기본적인 사진 기술들을 배우고, Northeast 의 졸업앨범에

Club

들어갈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클럽

Time of Year

All year

Ithaca Youth Bureau 와 함께 주최하는 방과후 활동으로, 3 학년-5 학년 남학생과
Basketball

여학생들이 Northeast 의 농구팀이 되어 이타카에 있는 7 개의 다른 초등학교 농구팀들과

December through

시합을 합니다. 학생들이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며 농구를 배우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February
될 이타카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Cayuga Heights 의 경찰분들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법, 신호를 주는

Bike Rodeo

올바른 방법 등 다양한 안전 팁들을 주십니다. 유치원생들부터 5 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끝에는 배운 팁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장애물 코스를 통해 자전거를 타는

June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Box Tops

Carnival

PTA 에서 박스들 위에 달려있는 “Box Tops for Education”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진
박스들은 환불이 가능하며, PTA 이벤트들과 장학금을 위해 쓰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케이크 워크, 교장선생님 물에 빠트리기 등의 이벤트들, 피자, 그리고 각종 재밌는 게임들이
준비되어있는 전교 이벤트

All year long

June

PTA 가 주최하는 방과후 수업들로, 과학, 체스, 도예, 노래연습, 유리공예, 펜싱 등 다양한
Enrichment Classes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3 학기가 있으며, 한 학기에는 6 주동안 수업이

October to June

진행됩니다.
Fall FUNdraiser show 이타카의 초등학교들을 위한 지역의 예술가들의 자선 공연
Family Portrait

Fall

가족사진을 10 불에 찍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양한 포즈로도 사진을 찍어보세요.

Fall

Halloween Parade

방과후 학생들이 할로윈 커스튬을 입고 학교 근처 동네에서 하는 퍼레이드

October

Ice Skating Club

방과후에 스케이트를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클럽

October to April

Fundraiser

International Night

Kindergarten meet
your teacher day

Northeast 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전시, 그리고 각종 공연을 즐기는 저녁
행사
Usually the last
유치원 자녀의 새로운 같은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 입니다.

Saturday before
Labor Day

Kindergarten playdates 여름내내 유치원생 자녀분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놀이학습들이 계속됩니다.

Movie Night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피자와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

NE Credit Union

학생들이 저축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수 있습니다!

Summer
Spaced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year

NE Yahoo Group
(Listserv)

Northeast listserv 에 가입하시고, 학교 소식과 email 을 받아보십시오

NE Link

Northeast 커뮤니티를 위한 가정통신문

Picture Day

PTA 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사진을 간직하도록 picture day 를 개최합니다.

PTA Council

매달 각 ICSD PTA 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PTA Council 미팅을 진행합니다.

Scholastic Book Fair
Fundraiser

September and
November
4-5 meetings a
year

학생과 가족들이 일년에 두번씩 학기중에 책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지역행사를 개최합니다.
Book Fair 는 학교 도서관에 책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각 학급에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Fall and Spring

해주는 모금행사입니다.

School Directory

PTA 가 학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만드는 주소록 입니다

Send Your Staff

Staff Appreciation Week 동안의 행사입니다. Northeast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Packing fundraiser

선생님이나 직원들을 위해 티켓을 사서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Silver Graphics

아이의 그림작품을 머그컵, 마우스패드, 가방, 타올, 또는 다른것들에 새겨서 간직할 수 있는

Fundraiser

이벤트

Ski Club

All year

Greek Peak 에서 겨울 스포츠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깁니다. 2-5 학년생들은 Ski Club 에
가입 환영입니다

Staff Appreciation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항상 보살펴 주시는 스태프 분들께 감사의

Week

표시로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와 마사지를 해드리는 이벤트 입니다

Staff Luncheon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점심식사 입니다.

Northeast Yearbook

여러분 초등생 자녀들의 추억이 될 yearbook

Fall

May or June

Fall

Winter

May or June

May or June
학년 말에
나눠줍니다.

Volunteer Opportunities at Northeast Elementary School
Program

5th Grade Camera
Club

Description
Camera Club 을 지도해주실 봉사자 1-2 분이 필요합니다. 5 학년 학생들이 학교 앨범을
위해 Northeast 와 학교 이벤트등을 찍을 수 있게 간단한 카메라 사용법을

Throughout year

가르쳐주실분을 찾습니다.
Northeast 농구팀은 3-5 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방과후 스포츠 활동입니다. Basketball

Basketball

Time of Year

coordinator 와 팀 코치를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매주 저녁에 한번 있고, 매
주말마다 한번씩 경기가 있습니다.

December through
February

Bike Safety Rodeo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때 1-2 시간씩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June

Bike Helmet Sales

자전거 헬멧 판매를 기획해주실 한분이 필요합니다.

Spring

Box Tops

박스 위에 있는 Box Tops 를 모으는일을 조정해주실 봉사자 한분이 필요합니다.

Throughout year

Business Donations

PTA 프로그램들과 동네 비지니스에서 기부금 모집을 기획해주실 봉사자 한분이

Carnival

필요합니다.
티켓 세일, 게임 진행, 음식 판매등을 도와주실 많은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모집과
행사 준비 및 기획을 도와주실 위원회 봉사자분들도 필요합니다.

June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맡아주시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Enrichment

귀가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봉사자분들을 구합니다. 봉사기간은 6 주동안 일주일에

October to June

한시간 입니다.
Fall FUNdraiser show Fall FUNdraiser Show 의 홍보와 티켓판매를 두와주실 봉사자 2 분이 필요합니다.
Family Portrait Night

가족사진 촬영날짜를 홍보 해주시고 예약시간을 스케쥴 해주실 한분을 찾습니다. 사진

Fundraiser

찍는것을 도와주실 봉사자 1-2 분도 필요합니다.

Great Escape

스낵바에서 음식판매를 도와주실 학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Halloween Parade

Ice Skating Club

International Night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주시고 간식과 놀이활동들을 조정해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스링크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봉사자 분들은 International Night 에서 봉사해주실 분들을 조정해주시는 일과,
기부금 모집과, 음식판매 및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해주시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Kindergarten meet

Kindergarten Meet Your Teacher Day 이벤트를 기획해주시고 홍보해주실 학부모님 한

your teacher day

분을 찾습니다.

Kindergarten playdates

Kindergarten playdates 이벤트를 기획해주시고 홍보해주실 학부모님 한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Fall

Fall

February or March

October

October to April

Early winter

August

Summer

Membership

Movie Night

NE Credit Union

NE Link

PTA 멤버쉽 홍보와 PTA 회비 관리, 가입신청서 관리를 맡아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Northeast 에서의 Movie night 을 기획해주실 한분과 음식 판매를 도와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개학 전 보증금을 수집해주실 학부모님 1-2 분이 필요합니다. 매주 있는 활동이 아니며
일주일에 20 분정도씩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roughout year

Throughout year

Throughout year

가정통신문에 실릴 내용을 모아주시고 가정통신문 출판을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Throughout year
한달에 한번씩 Shared Decision Making Council 미팅에 참석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NE Site Council

Shared Decision Making Council 미팅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교생선생님들과 학교

Throughout year

교장선생님께서 함께 하는 회의 자리 입니다.
NE Yahoo Group

Northeast listserv 에 새로운 멤버들을 등록해주시고 포럼활동을 조정해주실 한분이

(Listserv)

필요합니다.

Nominating Committee 봉사자분들을 다양한 PTA 위원분들이 편성해주시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프론트 오피스에서 사진 주문 관리를 도와주시고 사무적인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실
Picture Day

주최자 한분을 찾습니다. 행사 당일날 2 시간씩 교대로 학생들이 사진 찍는것을 도와주실
봉사자 6 분도 필요합니다.

PTA Council

매달 ICSD PTA Council 모임에서 중요 정보들을 Northeast PTA 와 Northeast

Representatives

공동사회에게 공유해주십시오.

PTA/Staff Liaison
PTA Website

Scholastic Book Fair
Fundraiser

School Directory

Send Your Staff
Packing fundraiser

All year

Throughout year

September and
November

4-5 meetings a year

Throughout year
PTA 홈페이지를 관리해주실 봉사자 한분이 필요합니다.

Throughout year

1 시간반 - 2 시간 45 분 교대로 책 판매를 도와주실 학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위원분들은 Book Fair 를 기획하고 이벤트 준비를 도와주시며 책 판매 행사의 전체적인

Fall and Spring

운영을 맡아주십시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연락처를 모으고 주소록 출판 과정을 맡아주실 봉사자 한분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을 받아주시고 티켓 판매를 도와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September/October

May or June

Silver Graphics

주문을 받고 Silver Graphics 와 미술선생님과 함께 모금활동을 기획해주실 봉사자

Fundraiser

한분이 필요합니다.

Ski Club

스키클럽을 위한 보호자 분들이 필요합니다.

Winter

일주일간 이벤트 기획을 맡아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May or June

Staff Appreciation
Week

Fall

Staff Luncheon

Yearbook

행사 전 준비와 음식 서빙, 그리고 뒷정리를 도와주실 봉사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진 촬영과 yearbook 디자인을 맡아주시고 yearbook 세일도 진행해주실 3-4 분의
봉사자를 찾습니다.

May or June

Throughout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