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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te.

Support.

Enrich.

(권익을) 대변합니다 /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지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501(c)(3) Non-Profit
TAX ID #94-3152614
DiscoveryPTSA.org [PTSA 웹사이트]
PTSA란 무엇인가요?
PTSA는 부모 (Parent) /교사 (Teacher) /학생 (Student) 자치회 (Association) 입니다. 우리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디
스커버리 초등학교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학부모, 선생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일컬으며, 모
든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아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 안전 등 모든 권익에 대해 워싱턴주 입법부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PTSA는 부모, 교사, 직원들 간 새로운 아이디어나, 우려사항, 또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아이들을 보다 더 나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고, 아이들이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2019-2020 운영위원회 (EXECUTIVE BOARD) * 아래 성명 표기 (성, 이름)
회장 (President) - Jillian Born (본, 질리언)
부회장 (Vice President) - Yeon Kim (김, 연)
계획 운영 임원 (VP Programs) - Nichole Arras (아라스, 니콜)
학교기금모금 (공동) 임원 (Co-VP Fundraising) - Leone Nielson (닐슨, 리온)
학교기금모금 (공동) 임원 (Co-VP Fundraising) - Matt Winkler (윙커, 맷)
봉사활동 임원 (VP Volunteers) - Ruoyun Zhen (쩬, 루오연)
커뮤니케이션 임원 (VP Communications) - Lisa Reeder (리더, 리사)
재무매출 (공동) 담당 (Co-Treasurer AR) - Mrinali Chaphekar (채퍼칼, 므리날리)
재무매입 (공동) 담당 (Co-Treasurer AP) - Urmila Jagtap-Dhole (재크탑-드홀, 얼밀라)
총무/서기 (Secretary) - Geetanjali Kayal (카얄, 기탄잘리)
회원관리 (Membership) - Dana Crossgrove (크로스그로브, 대이나)
(공동) 웹마스터 (Co-Webmaster) - Sasi Dinesh (다이네쉬, 새시)
(공동) 웹마스터 (Co-Webmaster) - Sowmya Konda (콘다, 사우미야)
변호 및 제정 담당 (Advocacy/Legislative) - Matt Winkler (윙크러, 맷)

PTSA의 주요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풍성한 학교행사
매년 PTSA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밤 (Multicultural

Night), 전문예술교육 (Professional Art Instruction), 책읽기 도전 (Eager Reader), 종합예술경연대회
(Reflections), 미술작품 전시 (Art Walk), 철자말하기 대회 (Spelling Bee), 과학/기술/공학/수학 프로젝트
발표회 (STEM Fair), 과학 프로젝트 실습 강의 (Science To Go) 등 많은 활동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 행사
가족행사는 디스커버리 커뮤니티에서 재미와 돈독한 관계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비 나이트 (Movie Night), 할로윈 - 으스스한 유령 스파게티 만들기 (Spooky Spaghetti), 장기자랑 (Talent Show), 패밀리 펀 나이트 (Family Fun Night), 스칼라틱 출판 서적 박람회 (Scholastic Book Fair) 등이 있습니
다.
교육 지원
PTSA는 디스커버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듯,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
동 목표를 위해 PTSA에서는 추가 학급 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충 교과 과정, 노트북컴퓨터, 도서
등을 포함하여 교사 및 교직원을 위한 교과 과정 보조금을 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
니다.
학교 정신
디스커버리 PTSA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창시절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학년별 졸업앨범
(yearbook), 디스커버리 정신/ 상징 의복 (spirit wear), 디스커버리 정신/비전 위크 (spirit week) 그리고 팝콘 먹는 금
요일 행사 (popcorn Fridays)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에서의 시간을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이 되길 응원합니다. Go
EAGLES! (아자, 우리 독수리들!)
선생님 감사 행사
PTSA는 선생님 및 교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음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할리데이 점심 쿠키 증정(Holiday

Cookies for Lunch), 오찬 행사 (Meet the Teacher Luncheon), 교직원 감사 주간 (Staff Appreciation
Week).
어떻게 PTSA를 도울 수 있을까요?
PTSA 멤버가 되어 주세요.
우선 멤버십 연간회비를 결재해 주세요. 이 비용은 100% 세급 공제이며, 독점 할인권, 학교 연락망 이용 등 다양한 혜택
이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PTSA 웹사이트 또는 학교 웹사이트 (Family & Community > PTSA)로 가셔서 왼쪽 메뉴
항목에 있는 “Membership”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봉사활동을 참여해 주세요.
멋지고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과 행사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보관함을 수시로 확인하여 올
한해 여러가지 봉사 기회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답니다. PTSA웹사이트 왼쪽 메뉴
항목에 있는 “VOLUNTEER"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모든 학교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 신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
년에 한번).
(활동기금) 기부를 해주세요.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연간활동 기부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쿠아 학군 (School District) 이나 주에서 지원하
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가족 여러분께 일반 기금 기부를 요청드립니다. 여러
분의 기부금은 100% 세금 공제가 되며,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여러 기업에서는 기부금과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PTSA 웹사이트 왼쪽 메뉴 항목에 있는 “DONATE"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회사 기부금 매칭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 널리 알려주세요!

2019-2020 행사 일정
9/9: Coffee & Cry for Kinder & ECE Parents - 킨더(유치원)나 유아교육 부모대상 커피 타임
9/13: Back to School Social - 새학기 행사
9/24: General PTSA Meeting #1 - 1차 PTSA 회의
10/7-11: Discovery Spirit Week - 디스커버리 정신/비전 위크 행사
10/14-31: Fall Fundraiser - 가을 펀드레이징 (학교기금모금) 행사
10/25: Spooky Spaghetti - 할로윈 - 으스스한 유령 스파게티 만들기 행사
11/13: Multicultural Night - 다문화 밤 행사
11/19: General PTSA Meeting #2 - 2차 PTSA 회의
11/22: Movie Night - 무비 나이트 행사
1/3-2/7: Eager Reader - 책읽기 주간 행사
1/28: General PTSA Meeting #3 - 3차 PTSA 회의
2월: Spelling Bee - 철자 말하기 대회 행사
3월: Talent Show, Book Drive - 장기자랑과 책모으기 행사
3/31: General PTSA Meeting #4 - 4차 PTSA 회의
4월: STEM Fair - 과학/기술/공학/수학 프로젝트 발표회 행사
5/4-8: Staff Appreciation Week - 교직원 감사 주간
5/20: Art Walk - 미술 작품 전시회
5/26: General PTSA Meeting #5 - 5차 PTSA 회의
6/1-5: Scholastic Book Fair - 스콜라스틱 출판 서적 박람회
6/5: Family Fun Night - 패밀리 펀 나이트 행사
* 행사 일정과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PT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DiscoveryPTSA.org
discoveryptsa.webmaster@gmail.com
소셜미디어: FOLLOW US

Facebook @PTSADiscovery
Instagram @DiscoveryPT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