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ternational School
HS PTO 2018-2019
Dear High School Parents,
We’d like to welcome you to the KIS PTO of 2018-2019. This organization has been thriving
each year thanks to our par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dedication. Like previous years, all
PTO members will serve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and areas such as sports, drama, music,
art show, scholarship, and so on. At the same time, HS PTO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school staff to create a better academic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All this work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your full support so we kindly encourage you to get involved as a
PTO member and help the school successfully move forward.
We are looking forward to another fabulous year with all of you.
Best regards,
HS PTO 2018-2019
-------------------------------------------------------------------------------------------------------

* PTO Fundraising *
KIS PTO has been run by the funds raised from our PTO membership fee. However, as the
new law (Kim Young Lan anti-bribery law) took effect 2 years ago, PTO is no longer
permitted to formally raise funds through its membership drive. Instead, HS PTO accepts
your kind donations, which will directly benefit our students. Those funds will support the
following events:
Mini Grants for clubs, after school clubs, Sports Team, Art Show, Drama
performances, Senior Graduation events, Service Learning Programs,
Hospitality for college admission officers, scholarship and much more….
This donation is not compulsory bu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All donations are not taxdeductibl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hspto@kispto.org.
Please fill out the form and hand it to the PTO board on Back to School night or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not to the schoo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and have
the rest of the summer in health!
KIS HS PTO
---------------------------------------------------------------------------------------------------------------------

*Donation Form*
Par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nation Amount: _____________________ (

) Cash or ( ) Wire transfer

HS PTO Account: Hana Bank 204 910252 80807 Yoonjin Oh (하나은행, 오윤진)
*** Name of donor and amount of donation will not be shared with employees of
Korea International School.

Korea International School
HS PTO 2018-2019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부모회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체로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건실한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였고 올 한해 역시 스포츠, 음악,
아트, 클럽 등 많은 분야에서 PTO 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PTO 는 학교 교장선생님, 부교장선생님, 카운슬러 선생님들과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만큼 PTO 에 가입하셔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2018-2019 성공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HS PTO 2018-2019
-------------------------------------------------------------------------------------------------------

* PTO 기금 조성*
한국외국인학교 학부모회는 지금까지 회원가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으나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이상 회비를 일괄적으로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PTO 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부금으로 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기부금은 여러분야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학부모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들을 지원합니다.
클럽지원금, 스포츠팀, 아트쇼, 드라마 공연, 졸업행사, 장학금 등 다양한 학교내
행사들과 대외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부금은 강제적으로 모금할 수 없으며 성의껏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라서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spto@kispto.org 로 연락해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학교가 아니고, PTO 로 직접 제출하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KIS 학부모회

--------------------------------------------------------------------------------------------------------------------*기부금 양식*
학부모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부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 (

) 현금 (

) 계좌이체: 하나은행 204 910252 80807 (오윤진)

***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학교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