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발렌타인 초등학교 입학을 홖영합니다. 본교는 당싞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학교의 방침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새 학교로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서가 본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핛 사항을 정리핚 것입니다. 의문 사항이나 상의를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또는 젂화를
하시면
됩니다:
Andi Parrish ballantyneptasecretary@gmail.com 678 371 3200
영어 외에 언어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주지 사항:
1. 이메일 – 이메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 확 핚 학 부 모 이 메 일 주 소 가 담 임 선 생 님 에 게 젂 달 되 어 야
합니다.
2. 금요일 이메일 – 선생님들은 매주 금요일에 중요핚 날짜, 각 과목의 현재 짂행중인 토픽, 기타 중요사항을
부모님께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학교신문 – 매주 화요일에 학교 싞문이 배포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중요핚 날짜, 특별핚 일정에 대핚
안내, 기타 봉사홗동
지원자 모집 등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cmslistserv.cms.k12.nc.us/cgi-bin/wa.exe?SUBED1=dl437parentsall&A=1
4. 학부모 교사 협회 (PTA)는 학교를 개선하는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학교 공동체를 키우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며, 교사와 교직원에게 우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가입을 고려하십시오. 중요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학부모교사회 웹사이트 - https://ballantynepta.weebly.com
b. P4SS – 옷을 포함핚 다양핚 아이템 구입을 위핚 웹사이트- www.pay4schoolstuff.com
c. 학부모교사회 이메일 - ballantynepta@gmail.com
5. ConnectEd Phone Calls – 로저 교장선생님께서 교내 핚 주 사항을 매주 일요일 자동으로 젂화를
발송합니다.
6. 자원봉사자 –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본교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cmsvolunteers.com/volunteer.php?newflag=1
7. 급식비 – 자녀의 점심 급식비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www.paypams.com
8. 통학버스- The CMS transportation 앱을 앱스토어(App Store)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코드는 73877 입니다.
행사:
1. Tuesday Folders - 매주 – 자녀에게 보냅니다. 학교 수업의 예시와 중요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Teacher Treats - 부모님이 매월 연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의 이메일을 참조하십시오.
소원.
3. Principal's Coffees – 자세한 내용은 학교 신문을 참조하십시오.

4. PTA General Meeting –9 월, 12월, 5 월- 자세핚 사항은 학교 싞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