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ends of the HGM, Inc. -- Board of Directors Meeting
October 22, 2012
1.참석한Board Members - Robert Stulberg, Deborah Kawashima, Fern Wallach, Yin Tintut,
Peter Benn, Laura Frazin Steele
2.Guests Present:- HGM Coordinator Ethan Bradbury, Parents: Lucia Woo, Liliana Jackson
Michel Algazi
3. 개회 – Bob

회의소집 :Kennedy 109 에서 오후 7 시에 소집. Deborah Kawashima, the FHGM secretary에
의해 기록.

회의록 승인 & 절차승인:이메일을 통해 9 월 회의록이 루시아 우에 의해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한인 학부모들에게 배포 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승인은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모든 이사들이 논의를 해야합니다(참조:승인은 그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참석자 전원 소개:이사회 이사들 & 손님들

4. 재무보고 -- Yin
Yin 은 제안된 예산안에 따라 분류한 그녀의 10 월 월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9/1/2012현재의 초기 이월액은
$150,717.26

수입:예금/크레딧 합계 + $4,493.07

($4,478.11 comes from the Picnic )
9월/10월 2012 지출 (from 9/1/12-10/22/12): - $5,860.85
카테고리별로 분류비용: (see Oct Treasurer Report for item breakdown)
Faculty/Staff Expenses: $650.19
($500 was from last year Brandon Batham - Debate Club Coach)

Student Events/Competitions: $180.00
Educ. Operational Expenses: $3,514.82
FHGM Operating Expenses: $1,015.84
잔액은 $149,349.48
5. 2012/13 학년도 예산토론 -- Yin
2012/13 학년도 예산편성은 Bob,Yin,Jennifer,그리고 Deborah 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은
금년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논의하였고 몇몇은 FHGM 과 HGM 직원의 현재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을 포함한 예산편성안은 참석한 전원과 HGM Coordinator,Ethan Bradbury 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첨부 예산 참조)
예산편성안 –동의 ,재청, 통과
Bob과 Mr.Bradbury는 어느 점심직원회의 중에 교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것입니다. FHGM은
교사들이 필요한 때에 예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열린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Bob은 2012/2013 예산안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각 항목들을 설명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을 FHGM은 기꺼이 지원하기 위해 열려있음을 알게 할 것입니다.
Recruitment Orientation 상환: 이 행사를 위해 구입한 음식비용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상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상환 받을 수 있는 비용이란 것을 알아야합니다.

임원 및 이사 보험:예상금액은 $1200.00 입니다 아직도 이 것에 대한 견적을 다시 보고할
것입니다.
6. Report from Coordinator -- Mr. Bradbury
교사요청
Richardson, 과학교사: 그녀 교실에 Rinsing Unit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Mr. Maine: Yosemite Senior Trip:이 매년 여행은 4 월 14 일-18 일(일-목) 예정입니다.항상 가던
camp가 최근의 한타바이러스발발지인 관계로 어디로 갈것인지 지금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School District Budget for Gifted Students Mr.Bradbury는 아직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구에서 Laroyce Bell을 이메일하였고 금년에는 얼마의 금액이 될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당 $15 불을 받았습니다. 현재 271 명의 학생이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4,065.00 정도입니다.
Prospective Tours:우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예약하였습니다. recruit노력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딜레마는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학생,즉 highly gifted에 판명된 학생에
대해 말을 해야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고자 하지만 highly gifted로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Mr.Bradbury가 교육구에 highly gifted학생들의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3 명-각 학년당 70-80 명을 원하고 지금
271 명입니다. 교육구로부터 HG로 식별된 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이 프로그램이 존재함을 알고
그것에 대해 좀더 배우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7. Faculty and Other Reimbursements - Bob

이전에 승인된 사항:

Rob Allen (assistance at the Open House)(3 hours at $25/hr.) -$75
Eric Heil (custodial service for PSAT, Sunday, Oct. 4 for 5 hours at $40/hr.) -$200
Lea Richardson (copies from Kinkos - 2 receipts; $41.39 and $38.16) - $79.55
Ethan Bradbury (faculty dinner for Open House) - $146.43
Judith Haut (AP Workshop) - $180
Stacey Ordona (AP Workshop) - $205
8. Advocacy Update - Jennifer
(Jennifer 가 참석을 못하였으나 이메일로 Bob에게 보고)

시험문제: 우리는 HG자격에 대해 초기시험에서부터 사립학교의 다른 시험들(예를 들면
Mirman같은 학교)까지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Jennifer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격이되도록

교육구의 Laroyce Bell 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9. Volunteer Update – Laura
예비학부모의 밤:이 이벤트를 위해 자원봉사하시고 다과를 준비하신 학부모님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Winter Potluck: 아직 많은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합니다. Eblast가 자원봉사요청을 위해 발송될
것입니다. Raffle항목은 아직 결정해야 합니다.
Club Coaches/Drivers: 아직 다양한 club대회를 위한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사전에 언제
운전기사가 필요한지 예상할 수 있도록 모든 club events/competitions의 연간 캘린더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Mr. Bradbury 와 Bob 은 더 논의할 것입니다.
10. 기금모금 Update - Peter H.
Peter H. was not able to make the meeting tonight. He will update his fundraising efforts at the
next meeting.

11. 졸업생/PR Update - Peter B.
Peter B. reported on his ideas for getting in touch with HGM Alumni and growing this segment of
our population.
Facebook Alumni Site: Facebook은 HGM이 졸업생들의 참여나 interns.interviews등에 대해
조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기 를 원하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개입할 필요가 있는 미개발자원입니다.

졸업생 Database: 우리는 졸업생들의 database를 작성하여 현재의 학생들에게 시간 또는
경험들을 기부하길 원하는지 연락하여야 합니다.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website를 통해
금전적인 기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정-예를 들면 기존의
프로그램 또는 재학생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것-할 수 있는 옵셥을 제공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Linked-In: 졸업생참여와 서로의 정보공유를 위한 또다른길. Michel Algazi 가
졸업생을 위한 business networking site를 설정합니다.
12. Korean Liaison Update - Angie
Angie was not able to make the meeting tonight.

13. Old Business -- Bob
Winter Potluck: 자원봉사자모집을 위한 eblast 발송 필요
Website Development/PayPal: 새로운 website를 구축해야 합니다.기존의 것은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쉽지 않습니다. Michel Algazi는 새로운 website를 만들것입니다.사용자 친화적인
Square Space를 이용하여 website정보를 생성/유지하는 템플릿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용: 일년계약시 $16/월- 이미 예산에 적용함)
새로운website는 온라인 양식, Paypal(청구= 각 기부당 2.75% plus 거래당 $0.30 cents),HGM
events 달력을 위한 google calendar ;다른 용도의 website pages - PR, Annual, Magnitude etc를
가질것입니다.그리고 결국은 새 website는 미래에는 eblasts를 위한 Mailchimp와 interface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Website는 Greengeeks을 통해 12/4/2012에 지급됩니다.
Greengeeks 에서 새 웹사이트 개발 위한 Square Space로 12/4/12까지 전환하기 위한 신임을
묻습니다-동의 재청 통과
Team/Club Faculty Chaperone: Mr.Bradbury 와 Bob 은 더 깊이 이야기하고 다음 회의에서
기획안과 함께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HGM Spiritwear: Winter Potluck에 더 많은 sweatshirts & T-Shirts를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기존 T-셔츠디자인 그대로 사용합니다.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Avivia Heston이 주문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HGM t-shirts를 위한
학생이 그리는 Design Contest를 갖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HGM sweatshirts - S and M sizes 각 10 장 그리고 HGM T-shirts in sizes S M L - (10 - 10 - 5)의

주문에 대한 신임-동의 재청 통과

14. New Business – Bob
Parent/Teacher Conferences: 다음 회의에서 논의
School Safety: 다음 회의에서 논의

15. Public Comment - Open Floor

No Comments

16. Next Meeting – Bob

Wed, Nov 14, 2012 at 7pm in Kennedy 109.

17. Adjournment – Bo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