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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에 설립된 Bellevue Schools Foundation (BSF)은 워싱턴 주에서 K-12 공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재단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Bellevue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학습 기회를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한 축으로서, 재단은 공교육 부문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Bellevue 

학군은 29개 학교에 등록된 약 19,000명의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단의 투자를 통해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 정서적 웰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사용되는 100개 이상의 언어와 125개 출생 국가를 대표하는 Bellevue Schools 
Foundation은 인종 평등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Bellevue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 및 

가족의 다양한 목소리와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Bellevue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금 
지원을 위해 $800,000를 할당합니다.

Bellevue Schools 
Foundation 은 무엇입니까?

Bellevue Schools Foundation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SF는 교육구 자금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방 및 주 
자금 지원에는 종종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BSF는 교육자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결과를 
발전시키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종 이러한 
프로그램은 더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교육구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컴퓨터 과학 및 정신 건강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교육 및 성장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각 학교에는 개별 학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PTSA(Parent-
Teacher-Student Association)가 있지만 BSF의 $800,000이 
넘는 기금은 전체 교육구의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BSF는 또한 
각 학교의 PTSA 및 교육자와 협력하여 예술, 심화 및 혁신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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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for Schools 개요



SFS는 연례 자선 오찬이자 올해 최대의 기금 마련 행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비즈니스 전문가, 지역 사회 지도자, 그리고 우리 
학생의 성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자선 기부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SFS
는 Bellevue 커뮤니티가 BSF 프로그램 내에서의 학생, 교사 및 그들의 성취를 
지켜보고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행사는 대면 및 원격 참여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Spring for Schools 
(SFS)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SFS는 Bellevue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학생들을 위한 최상의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지역 사회의 
지원 없이는 학생, 교사 및 학교가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 Hyatt Regency Bellevue왜 Spring for Schools

에 참석해야 합니까?

둘째, SFS는 학생과 교육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정말 멋진 작업을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SFS가 
당신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FS는 우리가 함께 
하는 중요한 일을 축하하기위해 오찬 
테이블당 약 1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메일이나 BSF웹사이트에서 등록 링크를 찾으십시오. SFS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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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llevueschoolsfoundation.org

Bellevue Schools Foundation은 등록된 501©3 비영리 조직입니다.  ID#: 91-108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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