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iends of the HGM, Inc. -- Board of Directors Meeting 

September 19, 2012 

 

참석한Board Members - Robert Stulberg, Deborah Kawashima, Jennifer King, Fern Wallach, 
Yin Tintut, Angie Han, Peter Hahn, Laura Frazin Steele 

Guests Present:- HGM Coordinator Ethan Bradbury, Parents: Lucia Woo, Terry Saucier, 
Michel Algazi, Care Felix, Chanim French, Kuyung H. Kim, Ashley Kim, Eun Jung, Ramin 
Fayyazi 

1. 개회 --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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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해 기록. 

회의록 승인 & 절차승인:회의록이 빨리 한국어로 번역,한인 학부모들에게 배포 할 수 있도록 

8월 회의록을 이메일로 승인. 이 회의록은 이메일을 통해 일주일 이내에 승인 후 루시아 우에게 

이메일로 보내 한국어로 번역되고 배포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승인절차로 하시겠습니까? 

회의록의 한국어 번역 승인 절차를 승인하기 위한 동의가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재청-

반대/확장-이의없이 동의는 만장일치로 통과. 

참석자 전원 소개:이사회 이사들 & 손님들 

2.  Picnic Recap: - Laura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모두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즐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약 

$4000.00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에 대한 제안 사항 :(5월 회의에서 재토론을 위한 협의 사항으로 가장)                             

다음 해의 새로운 장소—좀 더 시원한 장소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금 우리는 Beeman공원의 

사용을 위해 $225.00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아마도 다른 장소 North Weddington Park, 
Woodbridge Park (near Oakwood)를 고려해 볼 수도??? 



더운 날씨로 인해 더 많은 차양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의자/차양을 요청하는 특정 

전단지를 보낼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한 학부모가 소풍이 끝나 청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큰 항목품을 보관하는 곳을 (HGM office?) 만들 수 있습니다. 

알림:이사들만 행사에서 돈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Ice Cream Truck-하나를 고용하여 일 퍼센트를 취한다면 버려지는것/남는 것 또는 차갑게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Korean Barbecue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고 정시에 사람들이 

주문할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Checks, Square 또는 Pay-Pal을 이용한credit card를 통하여 

지불하는 옵션을 제공하자-- Michel Algazi는HGM website에 설정하는 데에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ations at the Picnic: Laura는 소풍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모든 이에게 이메일 또는snail mail 

을 통해 감사 카드를 보낼 것입니다.-동의 재청으로 통과 

3. 재무보고 -- Yin 

피크닉에서 비용을 제하고 $3465.00을 마련.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다음회의 전까지 Steve, Yin 그리고 Bob 은Bob과Yin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check signing할 수 

있도록BOA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4. 2012/13학년도 예산 -- Yin 

다음 회의 전까지 2012/13학년도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Bob과Yin은 Steve를 만날 것이며Mr. 

Bradbury 는HGM교사들로부터 입력을 받아 예산이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5.     Report from Coordinator -- Mr. Bradbury 

NYTimes 기사 : Young, Gifted and Neglected by Chester E. Finn Jr. The Opinion Pages 

(9/18/12)에서 발췌.이 기사는 공공교육에서의Highly Gifted programs 부족에 관해 언급했으며 

더 큰 문제는 큰 도시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LA도 없다고 했습니다.--- Mr. 

Bradbury는 LA에 있는 HGM에 대해 저자, Chester Finn Jr.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프로그램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Link to 
article: http://www.nytimes.com/2012/09/19/opinion/gifted-students-deserve-more-
opportunities.html?_r=0 

Ms Radamaker (전에  Ms.Honig으로 알려진) HGM College Counselor: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12학년 학생들과의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HGM은 올해 53명의 1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College Admissions Presentations: 1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일정이 

HGM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 회의보다 지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저녁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대학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Cal Tech-Owen Wolfe, Columbia대학Mr.Johnson,입학사정관들과 하였고 다음 

주는 UC Santa Barbara와 있을 예정입니다. 

Cal Tech Admissions: Mr. Maine 과 Mr. Bradbury 가 수학/과학에 초점을 두는 우리 

HGM학생들이 어떻게 CalTech에 의해 발견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보다 CalTech을 선택할 보다 적절한 지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CalTech에서 수락한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초점을 두는 학생이 아니어서 결국은 

CalTech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Prospective Students for HGM : Mr. Bradbury는 HGM에 등록할 학생모집을 위해Monroe HS의 

이벤트에 참가할 것입니다. Walter Reed의 “Meet the HS Night”에서 presentation을 하기 위해 

관계자와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Choices Application: 우리 예비학생들을 위한 오픈하우스:10/11- 강당에서 회의한 후 교실을 

방문하고 식당에서 다과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도와 주실 수 있는 학부모님 목록을 오늘 밤 

돌립니다)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투어는 그 다음 주 10/15이 될 것입니다.곧 알림예정. 

교감선생님 Zipure Kivork 께서 작년에 은퇴한 Dr. Choe 대신 HGM을 위한NHHS 관리자입니다. 

Dr.Choe가 그랬던 것처럼 Kivork씨가 앞으로 우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나다. 

Teacher Requests: 

 

http://www.nytimes.com/2012/09/19/opinion/gifted-students-deserve-more-opportunities.html?_r=0
http://www.nytimes.com/2012/09/19/opinion/gifted-students-deserve-more-opportunities.html?_r=0


Mr. Maine: California Harvey Mudd Math Competition on Nov 17 – CHMMC에 2팀 참가 등록비 

$180.00 – 동의, 재청 통과 

Ms. Radamaker : USC Conference college workshop fee of $65 fee and UC college workshop 

fee of $40 Total = $105.00 –동의 재청 통과 

6. Advocacy Update - Jennifer 

Ms Richardson, 새로운 과학교사:  는 아직LAUSD풀타임교사 자격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혜택이 없는 대리교사 자격입니다.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Ms.Richardson는 

UCLA에서 그녀의 3번째 교사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루어 질 것입니다. 

7. Volunteer Update - Bob 

 

Volunteer Coordinator and Asst.:  Laura & Fern 은 학교클럽이 여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clubs 과 Mr. Bradbury 와 함께 작업 할 필요가 있습니다. 

Schools Clubs  은 그들의 여행/대회에 동행 할LAUSD의 자격이 있는 교사.스폰서가 

필요합니다.대부분은 주말에 개최됩니다. FHGM은 그들에게 기쁘게 임금지불 할 것이지만 

이것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교감선생님 Zipure Kivork께 요청 노호의 115 명의 교사중에 이 상황에 도움을 줄 선생님을 

찾도록 요청. 또한 얼마가 적절한 임금인지 알아야 합니다. 

8. Fundraising Update – Peter 

Peter 는 9 월 말까지 기금모금을 위한 편지발송을 시작할 것입니다.-이미 기금모금을 위해 

설정한 모든 양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HGM 졸업생  은 facebook에 게시하고 오래된 동창들에게 편지를 보내길 원합니다. Fern은 

Peter를 위해 동문Dylan과 연락하여 졸업생 목록을 가져올 것입니다. 



HGM Website HGM website에 Pay-pal button을 설치(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HGM구좌와 

연결)- Michel Algazi가 기부금이,HGM web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설치를 도울 

것입니다. 

10. Old Business -- Bob 

 

Fall SAT/PSAT Bootcamp (9/29 & 9/30):   9/26일 마감. 26명 등록 

Turnitin.com :   이 웹사이트의 특허비용은 $2143.80 due 9/30(3등분하여 FHGM, Zoo Magnet-

나중에 그들 몫을 지불할 것임, HSAS-비금전적인 방법-대체교사, 청소관리 등 필요에 따라 

HGM에 지불)-동의 재청 통과 

Leadership Council  Mr.Bradbury 는 지난 해 HGM 부모대표(Deborah Shulman & Laura 

Hoffman)가 올해 그대로 이사회에 남아 있도록 충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FHGM이사회에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원 선출Weston Jackson 

(Roxanne Heston, elected as alternate)—2명 모두 12 학년입니다. 

11. New Business – Bob 

 

Winter Potluck: 11 월 30 일 2012. 작년에 했던 Olivia Naturman 이 이벤트 코디네이터가 될 

것입니다.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for the Board : Jennifer가 가격을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논할 것입니다. 

Alumni Career Day: Fern이 조사하고 다시 보고할 것입니다. 

HGM Sweatshirts/Tee-Shirts: winter potluck을 위해 좀 더 주문-Aviva Heston에게 문의 

12. Monthly Meetings – Bob 

이사회는 Kennedy RM109에서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반까지 매월 셋째 월요일에 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일부 회의는 학교 휴일을 수용하기위해 변경이 있습니다.) 

http://turnitin.com/


HGM Board Meetings 일정:  

OCT: Mon - 10/15 

NOV: Wed - 11/14 

DEC: Mon - 12/10 

JAN:  Mon -  01/14 

FEB:  Wed - 02/13 

MAR: Mon - 03/18 

APR: Mon - 04/15 

MAY: Mon - 05/20 

 

13. 다음회의 – Bob 

 

Mon, Oct 15, 2012 at 7pm in Kennedy 109. 

 

14.  휴회 – Bob 

 

Motion to adjourn the meeting at 9:20 pm was made and seconded. Motion carried 
unanimously without obj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