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proved_Jan 2013 FHGM Minutes
Friends of the HGM, Inc. -- Board of Directors Meeting
January 14, 2013
1.참석한 Board Members: Robert Stulberg, Deborah Kawashima, Yin Tintut, Jennifer
King, Laura Frazin Steele, Peter Benn, Peter Hahn

2. 참석한 Guests :HGM Coordinator Ethan Bradbury
3.개회-- Bob
회의 소집 Kennedy 109 에서 오후 7 시에 소집.Deborah Kawashima,FHGM 서기에 의해 회의록
기록

12 월 회의록 승인: 12 회의록을 이메일로 승인하여 빠르게 루시아 우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학부모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 전원 소개: 이사회 멤버 & Guests

4.Coordinator 보고-- Mr. Bradbury
FHGM 회계에게 넘긴 수표와 비용:
• $5,710.00 =Senior Trip to Yosemite 에 대한 학생들의 지불비용.
• $112.00 =Yosemite Trip 에 대한 KK Insurance Group 에게 지불한 수표.
• $75.00 =FHGM sweatshirt 판매
• $77.46 =Target Red Card 로부터 받은 교육기부금.
Ms. Richardson (과학교사) 상태: 이제 정규교사진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학교사 구함: HGM 은 다음학년도의 새로운 HGM 수학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Mr.
Bahmanyar 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HGM 은 현존하는 Mr. Maine 의 수학학급에 대한 짐을
덜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이 절차를 위한 몇몇 학부모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Ms. Radenmaker: 그녀는 10 학년학생들에게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90 명의
학생들이 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학부모와 함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소규모 그룹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날려는 편지를 발송하였습니다.또한 주말이나 저녁때가 편한 학부모를
위한 만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교직원 요청 및 기타 상환 - Bob
No requests or reimbursements to report at this time.

6. President’s Report – Bob
Nothing to report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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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계보고 -- Yin
Yin은 예산에 따라 분류 그녀의 1월 월간 보고서 발표.
이월액 $ 164,767.00
수입: 예금/Credits 합계: + $3,402.10
2012 년 12 월 비용 (인출/이체):- $2,857.86
카테고리별 분류 비용:(항목별 재무보고서 참조)
교직원/임원비용: $ 950.00
학생 행사/대회 비용: $ 340.68
학생출판: $ 664.18
교육 운영 비용: $ 460.00
FHGM 운영 비용: $ 443.00
잔액 $ 165,311.24

오늘 입금된 예금:
FHGM 편지발송에 따른 기부금: $2,200.00

8. Advocacy Update - Jennifer
highly-gifted test 의 재시험: Jennifer 는 Nuri Martinez,NorthEast Valley 의 학교 이사,를
만났습니다.그녀는 Jennifer 가 LAUSD 의 Gifted Program 의 최고 담당자인 LaRoyce Belle 를
만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우리는 영재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지속하여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 2 학년 학생에게 영재인지 알아보기 위해 Olsat-8 Test 를 합니다.만약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Highly Gifted test 인 The Raven test 를 볼 기회조차도 없습니다.그
의미는 많은 학생들이 2 학년이 지나서 재시험을 요청하여도 Raven Test 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LAUSD 는 HGM 이 다양하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Prop 30 이 통과되면,재시험에 관해 다시 방문하여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Bob Bloomenfeld–그는 지난 해에 영재법을 통과시켰으며 영재 프로그램을 대표위원회산하에
두는 것을 언급하여습니다.

9. 한국어 연락 Update - Angie
Angie Han was absent from the meeting tonight. We will get an update at the next meeting.

10. Fundraising Update - Peter H.
Peter Hahn 은 FHGM 에 최근의 편지발송으로 모금된 $2200.00 을 보고하였습니다.
1 월 입금: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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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총액: $23,300.00
Peter Hahn 은 기부양식을 첨부한 년간 기부를 Eblast 로 발송할 것입니다.FHGM 은
100%참여를 요구합니다.

11.동문/PR Update - Peter B.
동문 명단: Judy Bickel 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고 모든 정보 입력을 돕는 작은 팀이 있습니다.

12. Volunteer Update – Laura
Zoo Winter Dance:성공적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chaperones 이 있었습니다.

13. FHGM Website Update - Michel
Michel was not here today.

14.신규 사업 – Bob
새 예산안 승인: 아래의 분류를 위한 "Misc. Expense" 를 추가한 새로운 예산안을 승인
제안합니다.
• 교직원 및 임원: $500.00
• 학생 행사/대회가 결합: $1000.00
• 교육운영비용: $500.00
• FHGM 운영비용:$500.00
Misc. Expense 을 예산안에 추가하는 안건-재청,통과
Duke Moot Court 추가 항공요금: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지 기다릴 것입니다.
Peter Hahn 을 위한 2 차 우표입금: Yin 은 Bank of America 를 통해 주문할 것입니다.예상금액
$25.00

15.이전사업 -- Bob
HGM 사무실에 둘 컴퓨터 구입: Michel Algazi 가 추후관리하여 computer 를 주문할 것입니다.

임원 및 이사 보험: (Angie) 보류.
HGM 의 Savings Acct: (Yin) Bob 이 신규구좌에 필요한 정관을 주문할 것입니다.

대학추천서에 대한 교사의 수당:Ms. Kivork 와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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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치와 스폰서(수당): Ms. Kivork 와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Team/Club parent chaperones (LAUSD clearance): Ms. Kivork 와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HGM Photo Release Form: (Bob): Mr. Bradbury 가 이미 학년초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형식이 있습니다.FHGM 은 우리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형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NoHo PTA: (Bob)이 건은 취소되었습니다.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학부모들이
필요하나 어떤 학부모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6. Public Comment - Open Floor
No Comments.

17. 다음회의 – Bob
Wed, Feb 13, 2013 at 7pm in Kennedy 109.

18. 휴회 – Bob
8:36 pm 에 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