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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 뉴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PTA 는 평택 ICS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부모님들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왜 가입해야 할까요?

이번해는 평택 ICS 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2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000 이상을 마련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PTA
모임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고, 결정사항을

우리의 이벤트와 프로젝트 중의 일부는 ICS 로고셔츠를 파는 것, 학교행사에서

만드는 과정에

빵을 구워 파는 것, 그리고 벼룩시장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멤버쉽
납부금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PTA 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것으로 스타벅스

한 가족당 10000 원의 기부금을 이 뉴스레터의 아랫부분과 함께 보내주세요.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그리고 PTA 모임에도 참여해 주세요. 빵을 굽거나 파는 것을 도와주시는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있습니다.


납부금을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연중내내
또 다른 상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미팅에 참여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더 많은 ICS 셔츠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이 만들어집니다.
-평택 ICS 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댁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는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실 수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미팅에 참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구요?

있습니다.
‐

문제 없습니다!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을 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의 자원봉사를 해야 하냐구요?
‐

아니요!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팅이나 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꼭 가입하여야 하냐구요?
‐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고, 행사에서 자원봉사도 하실수 있고, 자녀의 반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비뽑기에 참여하는 것과
상품을 타는 것과 투표하는 것 등 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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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이 50% 이하였습니다. 이번해에는 70%이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PTA 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_________네 , 멤버쉽 기부금 10000 원을 동봉합니다.
________아니요, 이번에는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홈룸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단체를 도울 것입니다: _____네 _____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시간을 내서 봉사하겠습니다 : _________네
________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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