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크릭 초등학교의 연간 기금모음 가을 행사 
9 월 23 일  ~  9 월 30 일 

 
부모님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모금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이번해의 모금행사는 오로지 우리학교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나 물품을 기부를 받아 판매 한다던지, 후원약속을 받거나 
하는 일은 올해는 없습니다.   캠페인은 9 월 23 일 금요일에 Pep Rally (행사 시작전에 함께 모여 응원하는 시간) 로 시작 되며, 9 월 23 일 금요일 
부터 기부금을 받기 시작 해서 9 월 30 일 금요일에 마감 됩니다.  모금활동이 전적으로 우리학교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만 진행이 되오니, 
기금 모금의 모든 수익은 우리학교로 오게 됩니다 ! 
 

기부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기부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내실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기부금 봉투에 현금이나 체크를 넣어 보내셔도 되고, 
온라인 (https://lcespta.memberhub.com/store) 에서 기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금은 매일 밤 9 시까지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결정합니다.  기부금은 매일매일 계속 기부금 봉투에 넣어 보내실수 있으시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 하시니,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분들 께도 알리셔서 모금활동이 성공적일수 있게 많은 성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품도 있나요?  

올해는 특별히 아주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레벨에 따른 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Level      :    PAW Parade 때 입을수 있는 티셔츠  
$25 Level    :   Pop It 열쇠고리  +  PAW Parade 티셔츠 
$50 Level    :    위의 상품들  + 미로 Pen 퍼즐 
$75 Level    :    위의 모든 상품들  +  로봇 Spinner 
$100 Level  :    위의 모든 상품들  +  미니 큐브 + PAW-RIFFIC 골든 티켓 
$150 Level  :    위의 모든 상품들  +  스페셜 행사 마술쇼  

 
100 불 기부를 할때마다 PAW-RIFFIC 골든 티켓 한장씩을 받을수 있습니다.  PAW-RIFFIC 골든 티켓은 더 큰 상품 추첨 박스에 넣을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각각 300 불 상당의 상품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 애플 아이패드 10.2in WiFi 64GB   * Meta Quest 2 Advanced VR 헤드셋 
* 고프로  히어로 8 디지털 액션 카메라 와 악세사리 * 후버 보드 와 헬멧/안전보호대 번들 
* 원더 워크샾- Dash 코딩 로봇과 악세사리   

 
이러한 개인적인 기부활동 외에도, 각 클래스 마다 기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클래스 상도 받게 됩니다.                        
반 학생들 100 % 가 기부에 참여한 클래스는 팝콘 파티  또는  스노우콘 파티를 할수있게 됩니다.                                                  
한학년 별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달성한 클래스를 뽑아서 피자 파티를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PAW Parade 는 무엇인가요?  

Paw Parade 는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행진하는 이벤트 입니다.  10 월 14 일 금요일에, 모금 행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모든 학생들이 매년 PTA 
에서 제공하는 티셔츠들을 입고, 우리의 교장선생님이자 행진 대장인 Mr. Skelton 의 지도에 따라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클래스 마다 
준비한 배너를 들고,  놀이터에 있는 트랙에서 행진을 한후,  아이스바 를 먹게 됩니다.     
 

올해의 우리학교 모금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에 모아진 기부금은 우리학교 시설 및 교육 자료 등을 구매하는데 쓰이게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 교구 구매를 
위한 지원, 학습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별활동 지원, 그리고 스페셜 프로그램 에도 여러모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president@levelcreekpta.org 로 언제든지 이메일 부탁 드립니다.  

 

레벨크릭  초등학교를 성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