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 Beall PTA Volunteer Sign-Up Sheet
Beall 초등학교 사친회 자원봉사 활동 참가 신청서 여러분의 참여가 학교를 바꿀 것입니다.
Beall 초등학교 사친회에서는 학교 발전과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부모 님들과 친지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원 봉사가
필요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실수 있거나 하기 를 원하는 활동란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요. 봉사 활동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이를 교무실에
제출하시거나, 학교 사친회 우편 물 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2012은 좋은
해가 되길 바랍니다!

First Name (이름): ___________ Last Name (성): ___________
Youngest Child’s First Name (학생이름): __________
Last Name (학생 성): ______________________
Grade/Teacher (학년/선생님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E-mail (e- 메일): _______________Best Phone: __________
아래의 자원 봉사 활동내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교직원 여러분들이 봉 사자들과 연락할 것입니다.
•

안내문과 학교 뉴스 번역봉사: 사친회는 모든 Beall 가족에게 학교 뉴스, 정보, 및
자원 봉사 기회를 Beall 학부모님가정으로 전달하고져 합니다. 번역 봉사는 학기 중에
필요 하며, 자원 봉사자가 번 역할수 있는 언어를 적어 주십시요.

•

기념 앨범 출간: Beall의 기념 앨범을 계획하고, 제작하고, 분배하는일에 봉사
하실분들이 필 요 하며, 이일은 일년 내내 봉사가 필요 합니다.

•

가든 클럽: Beall의 나비 정원, 학교 매점, 또한 학교 입구의 환경미화릉 위하여 봄과
가을에 30 분의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

Scholastic 도서전 (11월 8-11일): 지원자들을 협조 하여 도서 행사를 촉진하고, 진행을
맡으 며 재무를 담당 하실 봉사자가 필요 합니다. 이행사는 Media Center에서 하며,
봉사자가 해야 할일은 행사장 준비 와, 책진열, 행사가 끝난후에 정리 정돈과 청소를
하는 일이므로 많은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

홀리대이 점심 (12월 16일): 기부금을 관리하고 정리 정돈과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입니 다.

•

과학 전시회 (1월 31일): 방문 과학자들을 맞이하고, 전시회를 선전하며, 행사의 준비와
청소 를 도와 주는 일이며 여러 제반사항들을 가을학기 동안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음력설날 행사 (2월 10일): 음력설날 행사는 우리 학교가 생긴후에 처음으로 마련 하는
행사 이므로, 사전 계획, 준비, 선전, 그리도 행사후 청소 봉사자가 필요 합니다.

•

스승의 주간 (4월 16-20일): 스승의 주간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준비하고 청소해주실
봉사자 가 필요 합니다.

•

다민족 문화 축제 (5월 11일): 다민족 문화축제를 위한 계획을 짜고, 알리고, 지역
사회의 보 조를 받기위한 계획을 짜고, 행사 준비와 청소할 봉사자가 필요 합니다.

•

연말 피크닉 (6월 8일): 피크닉 계획을 짜고, 여러가지 재미 있는 활동을 게획하고,
준비와 청 소를 해주실 봉사자가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