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E PTA 가 드리는

학부모님의 참여와 봉사를 위한 설명서
이미 몇해동안 LCE 초등학교의 학부형이셨거나 이제 설래는 마음으로 새로이학부형이 되셨거나, 이 설명서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해 초등학교 학부형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리는 상세한 설명서입니다. 약 600 명에
달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 은 모두 한 목적을 가지고 학부모회와 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최대화 입니다.
PTA ( Parent-Teacher Association) 은 전국에서 제일 큰 학생 옹호 단체 입니다.이 단체는 오직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해 학생의 교육 향상을 도모하고있습니다. 이제 자녀분이 속해있는 이
학교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학부모회의 일원이 되실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CE 초등학교 PTA 는:


매년 80%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약 40,000 시간을 봉사하고 계십니다. 약 30%의 학부모님은
학부모회의 임원이시거나 여러 프로그램의 위원장으로 봉사하시고 있습니다.



학교 제정을 확보하고 이 제정은 학교 교사진, 학생, 학교 시설개량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각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를 원하시면 반드시 학부모회 회원이
되셔야합니다. 회원이 되시는 것은 간단하며 Online Order Form 을 통해 하실수있습니다.
그외 질문은 membership@lcepta.org 로 하시면 됩니다.



학부모회 임원진은 2 학기 (봄 학기)에 선출됩니다. 14 명으로 구성된 임원진은 학부모회의 모든
일정과 행사를 주관하며 교장선생님과 교무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임원진 선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president@lcepta.org 나 임원 선출회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약 15 범주의 교육 프로그램: 과학, 체육, 타문화 체험기, 학생 어셈블리, 스펠링 대회,
마약 퇴치 프로그램 과 전국 PTA Reflection 콘테스트
각반 학부모 대표: Room Representative: 각 반 행사와 선생님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반
학부모 책임자
회원 책임자: 매년 새로운 학부모회 회원을 도모하며 개학 피크닉, 새 입학생 및 유치원 학생 환영회,
한인 학부모회를 돕는 책임자
자원 봉사자: 등교/하교 학생 도우미, 각 학년 쉬는 시간 안전 감시대, 도서실 자원 봉사 및 학교 미화
봉사자
커뮤니케이션, 보도 자료 책임자: 매주 이메일로 전해지는 LION TIMES 학교 알림지를 관리하며 학교
주소록 및 Year book 과 학교 웹사이트를 관리함

Ways & Means: 학교 제정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회 ( 10 월달에 있는 Halloween Haunt) 와 Book Fair,
학교 로고 옷 판매 등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여러가지 학교 행사와 활동등을 알수있는 방법
목요일의 포더 Thursday Folder: 매주 목요일 학생들이 중요한 알림지를 담은 Thursday Folder 을
집으로 가져 갑니다. 잊지마시고 반드시 알림지를 확인하신후 부모님란에 서명하신후 다시 선생님께
돌려 보내주십시요
각반 학부모 대표: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 및 중요한 행사를 알려드리는 역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용지: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용지를 통해서나 학부모회에서 배포한 용지를 통해 필요하신
여러가지 를 주문하시거나 자원봉사를 지원하실수있습니다.
학교 주소록: Online Order Form 을 통해 학교 주소록에 학생/부모님 정보를 수록할수있고 각 학년/반
학생 정보 및 학교 일년 행사 달력을 보실수있습니다.
학부모회 PTA Meeting: 정기 모임은 매달 3 번째 수요일 , 아침 9:15 분에 학교 강당에서 열립니다. 단
2 월달은 저녁 미팅이며 3 월과 6 월은 필요시 소집됩니다.
한인 학부모회 Outreach Committee: 모든 한인 학부모님들은 한인 학부모회 회원으로서 학교 행사및
활동에 참여하실때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한인 학부모회가 독보적으로 주관하는
일년 행사에 참여 하실수있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에 같이 동참하실수있는 방법:
첫 학부모회에서 여러가지 행사 에 책임 및 자원 봉사를위한 등록을 하실수있습니다.
만약 첫 모임에 참석하시지 못하였다면 “Back to School Nights” 개학후 첫 선생님과의 시간에 다시
교실에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그외 각 반에서 봉사하실수있는 여러가지( 소풍 가이드, 반 파티 준비
및 정리 등) 기회에도 허락되는 시간대로 자원 봉사를 등록하실수있습니다.
Last Minute Helper: 갑작스럽게 자원 봉사자가 필요할때 하실수 있는 분에 한해 부모님의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행사나 활동 이 본인에게 적합할지 모르실경우 volunteers@lcepta.org 에 연락
주시면 쉽게 적성에 맞는 분야를 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새로이 발촉된 “아버님 회” Dad’s Committee 를 위해 봉사해 주실 아버님은 꼭 연락해 주십시요.
어떤 자원봉사가 제일 적합할것인가:
다음은 간단히 봉사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과 전이나 학교 수업시간중 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방과 전 carline, 미술 강사, 휴식시간
안전위원, Picture Day , 도서실, Last Minute , 작업실, 분실물 및 졸업 사진첩 도우미 등을 생각해
보십시요
가끔씩 학교 수업시간중 자원 봉사를 원하시면: 미술 교육 시간, 문화의 날, 마약 퇴치 계몽의 주,
Halloween Haunt, 사진 찍는날, 교무원 감사의 날, 안전 교육의 시간, 환경 미화의 주, 또는 여러
기금마련회에 봉사하실수 있습니다.
오직 주말이나 오후 방과 후에만 시간이 되신다면: 개학 피크닉 날, 학교 주소록 정리, Halloween Haunt,
여러 기금마련회, 학교 웹사이트 관리, 회원 초대 및 아버지회 에 봉사가 적합합니다.
그외 기금 마련에 같이 동참을 원하신다면: LCE PTA 는 501 비영리 단체로 모든 기증하신 금액은 세금
면제를 받으십니다.
Halloween Haunt: 학교의 제일 큰 기금마련회로써(일년 제정에 약 60%에 달하는 기금) 매년 10 월달에
열리며 Online Order Form 을 통해서 스폰서, 물건 증정 및 티켓/입장권 구입등으로 기금 마련회에
참여 하실수있습니다. 한인 학부모회는 음식 세일중 가장 중요한 Korean BBQ Booth 를 운영하며 이
행사를 위해 기부하신 금액 및 당일 판매 금액은 모두 학교에 기부 됩니다.
Passive Fundraising: 간접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로써 랄프나 본스, 그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부모님이 구매를 하실경우 소량의 부분이 학교로 기부되는 방법입니다. 참여하는 사업체는
www.lcepta.org 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학교 물품 판매: 학생들 학교 로고가 박힌 티셔트나 자켓, 점심가방, 크리스 마스 선물등등을 통한 기금
마련회입니다.
Book Fair: 학교 수업에 필요한 도서책도 사고 일정의 판매액수도 학교에 기부되는, 봄학기에 있는
행사입니다.
학교를 위한 기부금 은 Online Order Form 을 통해 아무때나 하실수있습니다.
Apples for Teachers: Online Order Form 에 선생님께 직접 기부하실수있습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선생님께 직접 전달되며 선생님은 이 기금을 통해 필요한신 물품이나 학생 준비물을 사실수있습니다.
학부모회 연락처:
President@lcepta.org 회장
Programs@lcepta.org 프로그램 부회장
Waysandmeans@lcepta.org 제정 당담 부회장
Roomreps@lcepta.org 각 반 학부모 대표
Communications@lcepta.org 커뮤니케이션 부회장

Outreach@lcepta.org 한인 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