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운권 당첨자는 년도를 정할 수 있음.

여러분의 학부모회비로  지원 되는 프로그램  ! 
온라인 디렉토리  •  우수학생 표창   •  장애학생 사용가능 야외 테이블 설치 및 보수

사고 방지를 위한 워크샵 개최   •  칼리지 & 커리어 센터 후원 
교직원 감사 주간 행사  •  교사및 학생클럽 소액-지원 프로그램 후원

Red Ribbon 주간   •  우수학생 시상식 리셉션  •  Water-Bottle Filler Fountains 
“스트레스 없는 ” 주간 행사   •  Wall of Excellence  •  Reflections  •  학생수첩제작 

학생홍보대사  프로그램  •  College Commitment Board  
교사 지원금   •  학교 조경 사업 

학기초 교사 환영 조찬   •  Candidate Forum  
12학년 축제   •  12학년 장학금   •  12학년 졸업 오찬 

2016 - 2017년도 
각 레벨별 혜택내용 

글라디에이터 

$1000

 다이아몬드

$500

플래티넘 

$250

골드 

$125

  실버

$75

✓ ✓ ✓ ✓ ✓
*졸업앨범 광고(1/2 페이지) 추첨권 ✓ ✓ ✓ ✓
학교 홈페이지와 뉴스레터에 감사 고지 ✓ ✓ ✓ ✓
가족 내 모든 학생에게도 멤버쉽 혜택 부여 ✓ ✓ ✓
원하는 내용을 벽돌에 적어 캠퍼스내 설치 ✓ ✓ ✓
개인 이름을 새긴 졸업앨범 제작 ✓ ✓ ✓
*학생 주차장 이용 가능 추첨권 ✓ ✓

플래티넘 

레벨이 

가장  

알찬 레벨 

입니다

원하는 클럽에 $50 기부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
*졸업식 5개 좌석 추가 지급 추첨권
(기존 지급 되는  4 개 좌석 이외 ) ✓ ✓
학생에게 상단 라커  제공  ( 8/8 까지 가입에 한 함 ) ✓
VIP Behind the scenes tour of JCHS ✓
가정용 교과서 한 학년간 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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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CHSPTSA.com 

존스크릭 학부모회원  가입이  올해 유일한   교내 기부행사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디렉토리 열람 가능 

http://www.JCHSPTSA.com
http://www.JCHSPTSA.com


1. 가족 회원 레벨을 선택하세요 .  (후원금 중 괄호안의 숫자가 세금 공제액입니다. ) 

❍ 글레디에이터  $1000   ($800) ❍ 다이아몬드  $500   ($300) ❍ 플래티넘  $250  ($110)

         글라디에이터,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회원은 학생도 자동 포함 됩니다. 

❍ 골드  $125  ($100) ❍ 실버  $75   ($60)

❍ 골드,실버회원 중 학생회원 추가 옵션   학생 수 ____  x  $10  _________
2016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학생에 한 하여 2017년 1월에 학부모회 장학금 수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학생회원은 학교 홍보대사  클럽, 리더쉽과 봉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

❍ 기본 학부모회비  $10 (회원권 하나에 한 함  .   조지아 학부모회비  $5 과 존스크릭고교  후원금)    $ __________

❍ 교사 및 교직원 회비  $10  $ __________

❍ Laurel Schmitt Service 장학금 후원  (세금공제 후원금액을 기입하세요 ) $ __________

 합계    $ __________

2. 가족 정보를 기입하세요.

학부모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학생 
이름 

학년 학생 
이메일주소 

학생 
이름 

학년 학생 
이메일주소 

벽돌에 넣을 내용  (최대 2줄, 한줄당 20글자 가능 ):  (글라디에이터,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레벨 ) 

졸업 앨범에 새겨 넣을 이름 :  (글라디에이터,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레벨)

후원할 클럽이름 : (글라디에이터,다이아몬드, 플래티넘레벨 )

  JCHSPTSA.com 로 가입하시거나 이 양식을 작성 하세요 . 

3.학부모 회원 신청을  완성해 주세요.

❍ JCHS PTSA 앞으로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  이양식을 오픈하우스 행사때나  학교 프론트 오피스 에 맡기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직장에  비영리 후원금 처리에 필요하시면, 학부모회 세금 번호 EIN  27-0276438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For Office Use Only

수신 후원금액  _________  수표 번호  ______  수신 현금  ________  날짜  _____  Initials ________ 

존스크릭고교 학부모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은 학부모회에서 발행하는 전자 뉴스레터를 받게 
됩니다.   자원 봉사를 원하시면 학부모 홈페이지인 JCHSPTSA.com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Contact: Marcia Grimsley jmgrimsley@comcast.net or Kathy Read klread@hotmail.com

2016년 10월 1일내로 회원 가입이 되어야 각 종 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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