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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HGM, Inc. -- Board of Directors Meeting 
November 14, 2012 

 
1.참석한 Board Members: Robert Stulberg, Deborah Kawashima, Fern Wallach (late), Yin 
Tintut, Peter Benn, Peter Han, Angie Han, Jennifer King 
 
2. 참석한 Guests: NNHS Asst. Principal ZepureKivork, Catalyst Prep Guest Speaker Julia 
Browne, 2003 HGM Alumni Ankur Patel, Parents: Lucia Woo, Michel Algazi, Arlene Mun, 
RaminFayyazi, AviviaHeston, Terry Sancier, Michael & Gail Bromberg, Chanim French 
 
3. 개회-- Bob 
회의소집 Kennedy 109 에서 오후 7 시에 소집. Deborah Kawashima, FHGM 이사회 서기에 

의해 회의록 기록. 
 
10 월 회의록 승인: 10 월 회의록를 이메일로 승인하여 빠르게 루시아 우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학부모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 전원 소개: 이사들 & Guests. 
 
4. 객원연사– Julia Browne/Catalyst Prep 
Catalyst Prep 은 FHGM 의 기금모금 partner 입니다. 지난 SAT/PAST Prep 

Bootcamp(9/29&9/30)에서 $1000.00 의 수표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FHGM 은 이 

Bootcamp Catalyst Prep sessions 또는개인과외에 서명하는 학생한명당 $100 불을 얻습니다. 

금년에는 39 명의 학생들(6 명의 12 학년,21 명의 11 학년,12 명의 10 학년)이 9 월 workshop 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학생설문 조사의 의견은 Sept. Bootcamp 에 나눠주었습니다.. (Catalyst Prep 의 유인물 

첨부 참조) 
 
Catalyst Prep Bootcamps 는 4 시간씩 이틀로 구성,Math, Critical Reading, Writing 

그리고,Grammar 를 포함하며,학생들이 SAT&PSAT tests 를 치르는 데 유용한 전략과 

추가정보 및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Catalyst 는 십대들과 동참하기 위해 대중문화에 

연결합니다.  
 
Workshop 은 보통 주말에 예정되지만,시간은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에 맞게 조정할수 

있습니다.토요일이외에 (일부에서 유대인 공휴일과 겹침에 우려) 일요일 및/또는 저녁 

수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그들은 앞으로 올 겨울과 봄에 날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Catalyst 개인과외수업: 대다수의 학생들은 Bootcamps 외에 보통 개인과외수업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외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점수에 있어 놀라운 향상을 보입니다. 

개인과외수업에는 3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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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외: $ 1699 - 90 분수업 10 번. 
 

2. 친구와 Prep: 학생당$799-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90 분수업 10 번  
 

3. Targeting Prep:$320- 한 학생이 하나의 과목(예 Critical Reading)에 초점을 맞춘 

90 분수업 4 번  
 
다음봄 Bootcamp 날짜가 일단 정해지면 Ms. Browne 은 우리가 발송할 수 있도록 모든것이 

들어간 전단지를 만들것입니다.추가로 그녀는 HGM 프로그램 뿐아니라 HSAS 또는 NHHS 내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도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5. 이사회 의장 보고서 – Bob 
 
오늘 저녁 초대된 우리교감선생님 ZepureKivork 을 환영하며 그녀의 스케줄이 허락하는대로 

우리회의에 참석을 환영합니다. 
 

6. 재무보고서 -- Yin 
Yin 은 예산에 따라 분류한 그녀의 11 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Checking 계좌와 연결된 FHGM Savings 계좌를 열어 $100,000 를 입금하는 안이 
만들어졌습니다.-동의 재청 통과  
 
초기 잔액 $ 149,349.48 

수입: 예금/Credits Total: + $ 10,850.00 

지출- Oct. 2012 (인출/이체):- $ 1,038.98 

category 별로 분류 비용: (항목 분석별 재무보고서 참조) 

학부/직원 비용: $ 660.00 

학생 행사/대회경비: $ 146.43 

교육 운영 경비: $ 229.55 

FHGM 운영경비: $ 3.00 

종료잔액 $ 159,160.50 
 
예산 Spreadsheet 대 은행내역서:Yin 은 spreadsheet 상에 은행내역서와 다른 2 개의 거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spreadsheet 상의 입금은 $14,250 이었으나 은행 내역서에는 

$13,135 이었습니다.(약$1000 차이) Yin 은 이것에 대해 Steven Page 와 말 할것입니다.아마도 

입력오류일듯. 
 
7. Coordinator 보고 -- Mr. Bradbury (ab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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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요청 - Bob 
 
Ms.Ordona 요청: 영어수업을 위한 책주문 $818.60 (이미 예산편성, Ms. Ordona 상환을 위해 

Yin 에게 영수증제출 ) 
 
Ms. Spadafora 요청:그녀가 신청한 보조금 수여로 30 iPads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제 

그녀는 iPads 를 위한 Apps 를 요청합니다. 
 
특히 Ms. Spadafora는 그녀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학생을 위해 Yabla.com에 온라인가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초보자 levels 2 to 4).   
 
Yabla.com은 모든 언어로 비디오와 TV를 제공하는 온라인 언어바다입니다. 비용은 1년 
가입이며 가입하는 학생수와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Ms. Spadafora는 2개의 
다른 언어가입이 필요합니다.(프랑스어 와 스페인어) 그녀의 요청은 30명의 학생을 위한 
$500과 10명의 학생을 위한 $300입니다.  
 
Ms. Spadafora 가 그녀의 iPads 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에 필요한 $4000.00 
요청에 대한 동의,재청, 통과. 
 
Ms. Spadafora 가 신속하게 빠른 기준으로 LAUSD 를 통해 새로운 버전을 조달할 수 

없음으로 AP 프랑스 학생 교재구입를 위한 $2000.00 에 대한 동의,재청,그리고 Peter 

Benn 기권으로 통과. 
 
Lock for the HGM Storage Room:Ms. Kivork 는 보관부서가 잠금장치를 얻는 것에 대해 Ms. 

Spadafora 와 이야기 할 것입니다. NHHS 는 한개의 잠금장치를 재공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의 Extra-Time 에 대한 보상: 학생들의 대학 추천서 작성의 경우: 교사들과 좀더 논의될 

것입니다. Ms. Kivork 는 나눌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것입니다. 아마도 stipend 로  
 
Printers & Computers for HGM Office: Michel 은 Kersten 이 4 대의 새 computers 와 printer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녀는 매우 오래되고 느린 computer 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무슨 비용이 드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9. FHGM Website Update - Michel       
 
New FHGM Website: 지금 재설계하고 출시 가동중입니다!  Michel 이 Mr. Bradbury 와 
Kersten 에게 어떻게 날짜/이벤트를 Google Calendar 응용프로그램에서 적용하여 HGM 일정을 
업데이트하는지 보여주었다.Mr. Bradbury 는 모두 최근의 HGM 소식을 유지할수 있는 
website 에 대한 블러그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FHGM 은 사이트에 게시 할 
Mission Statement 를 작성해야합니다. 
 
선생님의 약력/사진: HGM Annual 을 작업하는 학생들이 각 선생님들의 약력을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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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Michel 은 각 선생님들의 업데이트 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이메일주소와 포워딩 메카니즘: 이 체계가 설정되었고 이사회임원들의 개인이메일과 
연결될 것입니다. Michel 은 각 임원들의 이메일이 필요합니다-최대 10 개. 이메일이 남아있는 
방법은 각각의 이사회임원들이 매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Paypal 설정: 기부는 이제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Paypal button 근처에서 사용될 텍스트: 사용자가 기부를 결정하고 기부금을 지불하면 Thank 
You 라는 텍스트가 웹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텍스트 개정의 제안들이 나왔습니다.Bob 은 
모든사람이 그/그녀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텍스트 “Donation”를 임원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Paypal button 의 텍스트를 
Michel 이 업로드함에 대한 동의,재청,통과. 
 
website 에 대한 사진 유출 양식: 우리가 home school 학생들이 서명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Bob 은 Dr. Delling 의 승인을 위한 
사진유출양식을 초안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클럽/그룹 학생들이 서명하여 우리가 
그들의 행사에서 원하는 사진들이 웹사이트에 법적으로 게시 허가될 것입니다. 
 
기업 스폰서에 대한 Web page:Michel 은 Robotics Club 에 대한 기업스폰서로 Disney 와 함께 
이 페이지를 시작합니다.. 
 
HGM Forms on Website:행사 등등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구성하고 웹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Michel 에게 정보를 주십시오. 
 
10. Advocacy Update - Jennifer 
재검사의 주제에 더 새로운 진전이 없습니다. LAUSD 주 사무실의 Laroyce Bell 이 HGM 

지원자들의 재검사를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 
 
Ms. Richardson 의 상태: Jennifer 는 새로운 과학교사가 그녀쪽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LAUSD 측에서는 어떻게 그녀를 대하는 지 추후 관리를 할 것입니다. 
 

11. 자원봉사자 Update – Laura (absent) 
(Laura was sick and not able to make the meeting tonight) 
 

12. 기금모금 Update - Peter H. 
 
이달의 모금: $10,850.00  

현재까지 모금한 총액: $13,350.00 

참여: 30(약 10%)를 기부하였습니다.  
 
기금모금전략: Winter Potluck 에서 booth 를 설치합니다.또한 새로운 FHGM 웹 사이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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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을 통해 기부하도록 eblast 를 발송합니다. 
 

13. 졸업생/PR Update - Peter B. 
 
Website 상 동문 링크:Michel 은 HGM 에 졸업생들이 가입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는 

링크를 넣어 이미 존재하는 졸업생들의 database 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졸업생 Database:Judy Bickel,10 학년 엄마,는 동창회 database 작성을 돕고 Mr. Bradbury 와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동문 Website 블로그:2003 년 졸업생 Ankur Patel 은 우리의 website 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HGM 은 전세계 걸쳐 졸업생을 지니고 

있고 현재의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14. Korean Liaison Update - Angie 
Potluck 에 관한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각학년은 한가지 음식을 가져와 한 데로 모을 

것입니다. 
 
15. Old Business -- Bob 
 
Winter Potluck(Bob) Potluck 를 지휘하는 Olivia Naturman (작년에도 한 사람)은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을 초대하는 이메일 보내는 사람,경매 항목의 모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기업에서 더 많은 기부항목을 얻기 위한 기부편지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위해 학교로부터 microphone/sound system 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Team/Club Faculty Chaperone(Bob):Mr. Bradbury 는 모든 HGM 교사들은 어떤 클럽들을 

스폰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양식을 설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robotic club 의 스폰서가 없음을 

알고 교감선생님 Ms. Kivork 이 스폰서를 자원하였습니다.  
 
어쩌면 HGM 졸업생이 멘토가 되거나 클럽 대회에 대한 보호자로 LAUSD 에 의해 분명히 

승인되었는지 알아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원 및 이사 보험: (Yin): 견적이 필요. Angie Han 이 할 수 있습니다. 
 
Potluck 행사에서 HGM spiritwear (Avivia): 

Sweatshirts: 비용 $27.50/sweatshirt (한 번 주문시 각 size 별 12) 12 S, 12 M 을 
주문합니다.;$35 에 판매 
Tee Shirts: 비용 $8.50/tee shirt (한 번 주문시 각 size 별 12) 12 S, 12 M, 12 L 를 
주문합니다.;$15 에 판매.  
 
겨울 Potluck 에서 판매할 sweatshirts 와 tee shirts 를 좀 더 구매하는 것에 대한 
동의,재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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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ew Business – Bob 
 
학교 안전: NNHS 의 학교 안전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NoHo PTA: 학교에 없습니다. 참여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필요합니다. 
 
Parent/Teacher Conferences (Laura):  다음회의로 보류 Laura was absent. 
 
봄학기 Career Day (Fern): 다음회의 New Business 로 보류. Fern 은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17. Public Comment - Open Floor 
 
No Comments. 
 
18. 다음회의 – Bob 
 
Mon, Dec 10, 2012 at 7pm in Kennedy 109. 
 

19. 휴회 – Bob 
 
9:30pm 에 휴회-동의,재청,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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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개인과외수업: 대다수의 학생들은 Bootcamps외에 보통 개인과외수업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외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시험점수에 있어 놀라운 향상을 보입니다. 개인과외수업에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개인과외: $ 1699 - 90분수업 10번.
	친구와Prep: 학생당$799-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90분수업 10번
	Targeting Prep:$320- 한 학생이 하나의 과목(예 Critical Reading)에 초점을 맞춘 90분수업 4번
	다음봄Bootcamp날짜가 일단 정해지면 Ms. Browne은 우리가 발송할 수 있도록 모든것이 들어간 전단지를 만들것입니다.추가로 그녀는 HGM프로그램 뿐아니라 HSAS또는 NHHS내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도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5. 이사회 의장 보고서 – Bob
	오늘 저녁 초대된 우리교감선생님 ZepureKivork을 환영하며 그녀의 스케줄이 허락하는대로 우리회의에 참석을 환영합니다.
	6. 재무보고서 -- Yin
	Yin은 예산에 따라 분류한 그녀의 11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초기 잔액 $ 149,349.48
	수입: 예금/Credits Total: + $ 10,850.00
	지출- Oct. 2012 (인출/이체):- $ 1,038.98
	category별로 분류 비용: (항목 분석별 재무보고서 참조)
	학부/직원 비용: $ 660.00
	학생 행사/대회경비: $ 146.43
	교육 운영 경비: $ 229.55
	FHGM 운영경비: $ 3.00
	종료잔액 $ 159,160.50
	예산 Spreadsheet 대 은행내역서:Yin은 spreadsheet상에 은행내역서와 다른 2개의 거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spreadsheet상의 입금은 $14,250이었으나 은행 내역서에는 $13,135이었습니다.(약$1000차이) Yin은 이것에 대해 Steven Page와 말 할것입니다.아마도 입력오류일듯.
	7. Coordinator보고 -- Mr. Bradbury (absent)
	Ms.Ordona 요청: 영어수업을 위한 책주문 $818.60 (이미 예산편성, Ms. Ordona 상환을 위해 Yin에게 영수증제출 )
	Ms. Spadafora 요청:그녀가 신청한 보조금 수여로 30 iPad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제 그녀는 iPads를 위한 Apps를 요청합니다.
	Ms. Spadafora가 신속하게 빠른 기준으로 LAUSD를 통해 새로운 버전을 조달할 수 없음으로 AP프랑스 학생 교재구입를 위한 $2000.00에 대한 동의,재청,그리고 Peter Benn기권으로 통과.
	Lock for the HGM Storage Room:Ms. Kivork는 보관부서가 잠금장치를 얻는 것에 대해 Ms. Spadafora와 이야기 할 것입니다. NHHS는 한개의 잠금장치를 재공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의 Extra-Time에 대한 보상: 학생들의 대학 추천서 작성의 경우: 교사들과 좀더 논의될 것입니다. Ms. Kivork는 나눌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것입니다. 아마도 stipend로
	Printers & Computers for HGM Office: Michel은 Kersten이 4대의 새computers 와printer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녀는 매우 오래되고 느린 computer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무슨 비용이 드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9. FHGM Website Update - Michel
	New FHGM Website: 지금 재설계하고 출시 가동중입니다!  Michel이 Mr. Bradbury 와 Kersten에게 어떻게 날짜/이벤트를Google Calendar 응용프로그램에서 적용하여 HGM일정을 업데이트하는지 보여주었다.Mr. Bradbury는 모두 최근의 HGM소식을 유지할수 있는 website에 대한 블러그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FHGM은 사이트에 게시 할 Mission Statement를 작성해야합니다.
	선생님의 약력/사진: HGM Annual을 작업하는 학생들이 각 선생님들의 약력을 작성하는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Michel은 각 선생님들의 업데이트 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이메일주소와 포워딩 메카니즘: 이 체계가 설정되었고 이사회임원들의 개인이메일과 연결될 것입니다. Michel은 각 임원들의 이메일이 필요합니다-최대 10개. 이메일이 남아있는 방법은 각각의 이사회임원들이 매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Paypal 설정: 기부는 이제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Paypal button근처에서 사용될 텍스트: 사용자가 기부를 결정하고 기부금을 지불하면 Thank You라는 텍스트가 웹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텍스트 개정의 제안들이 나왔습니다.Bob은 모든사람이 그/그녀의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텍스트 “Donation”를 임원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website에 대한 사진 유출 양식: 우리가 home school학생들이 서명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Bob은 Dr. Delling의 승인을 위한 사진유출양식을 초안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클럽/그룹 학생들이 서명하여 우리가 그들의 행사에서 원하는 사진들이 웹사이트에 법적으로 게시 허가될 것입니다.
	기업 스폰서에 대한 Web page:Michel은 Robotics Club에 대한 기업스폰서로 Disney와 함께 이 페이지를 시작합니다..
	HGM Forms on Website:행사 등등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구성하고 웹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Michel에게 정보를 주십시오.
	10. Advocacy Update - Jennifer
	재검사의 주제에 더 새로운 진전이 없습니다. LAUSD 주 사무실의 Laroyce Bell이 HGM 지원자들의 재검사를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
	Ms. Richardson의 상태: Jennifer는 새로운 과학교사가 그녀쪽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LAUSD 측에서는 어떻게 그녀를 대하는 지 추후 관리를 할 것입니다.
	11. 자원봉사자 Update – Laura (absent)
	(Laura was sick and not able to make the meeting tonight)
	12. 기금모금 Update - Peter H.
	이달의 모금: $10,850.00
	현재까지 모금한 총액: $13,350.00
	참여: 30(약10%)를 기부하였습니다.
	기금모금전략: Winter Potluck에서 booth를 설치합니다.또한 새로운 FHGM웹 사이트상에서 Paypal을 통해 기부하도록 eblast를 발송합니다.
	13. 졸업생/PR Update - Peter B.
	Website상 동문 링크:Michel은 HGM에 졸업생들이 가입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는 링크를 넣어 이미 존재하는 졸업생들의 database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졸업생 Database:Judy Bickel,10학년 엄마,는 동창회database 작성을 돕고 Mr. Bradbury와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동문 Website 블로그:2003년 졸업생 Ankur Patel은 우리의 website에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는 매우 열정적으로 HGM은 전세계 걸쳐 졸업생을 지니고 있고 현재의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14. Korean Liaison Update - Angie
	Potluck에 관한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각학년은 한가지 음식을 가져와 한 데로 모을 것입니다.
	15. Old Business -- Bob
	Winter Potluck(Bob) Potluck를 지휘하는 Olivia Naturman (작년에도 한 사람)은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을 초대하는 이메일 보내는 사람,경매 항목의 모집에 도움이 필요합니다.기업에서 더 많은 기부항목을 얻기 위한 기부편지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위해 학교로부터 microphone/sound system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Team/Club Faculty Chaperone(Bob):Mr. Bradbury는 모든HGM교사들은 어떤 클럽들을 스폰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양식을 설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robotic club의 스폰서가 없음을 알고 교감선생님 Ms. Kivork이 스폰서를 자원하였습니다.
	어쩌면 HGM졸업생이 멘토가 되거나 클럽 대회에 대한 보호자로LAUSD에 의해 분명히 승인되었는지 알아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원 및 이사 보험: (Yin): 견적이 필요. Angie Han이 할 수 있습니다.
	Potluck행사에서 HGM spiritwear (Avivia):
	16. New Business – Bob
	학교 안전: NNHS의 학교 안전 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NoHo PTA: 학교에 없습니다. 참여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필요합니다.
	Parent/Teacher Conferences (Laura):  다음회의로 보류 Laura was absent.
	봄학기 Career Day (Fern): 다음회의 New Business로 보류. Fern은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17. Public Comment - Open Floor
	No Comments.
	18. 다음회의 – Bob
	Mon, Dec 10, 2012 at 7pm in Kennedy 109.
	19. 휴회 – Bob
	9:30pm에 휴회-동의,재청,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