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iends of the HGM, Inc. -- Board of Directors Meeting 
March 20, 2013 

 
1.참석한 Board Members: Robert Stulberg, Deborah Kawashima, Yin Tintut, Jennifer King, Laura 
Frazin Steele, Peter Benn, Fern Wallach, Angie Han 

2.참석한 Guests: HGM Coordinator Ethan Bradbury,교감선생님Ms. Kivork:학부모  Michel Algazi, 
Susan Nevens 
 

3.개회 
회의소집 :Kennedy 109에서 오후 7시에 소집.Deborah Kawashima,FHGM 서기에 의해 회의록 기록 
 
참석자 전원 소개 및 sign in: 이사회 멤버 & Guests  
 

4. 2월 회의록 
2월 회의록 승인: 2월 회의록을 이메일로 승인하여 빠르게 루시아 우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학부모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5. 교감선생님 보고 -- Ms. Kivork 
 AP 과외 자금조달: Ms. Kivork가 FHGM의 AP과외에 대한 자금 조달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FHGM이 

학생자금으로 $4000.00을 기부하고 이 기부금은 HGM교사들의 전문적 개발을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교사의 이름,전문적 개발에 소요된 시간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포함되어야합니다. 
 
Dr. Haut의 교실 블라인드 수리요청:Ms. Kivork가 NoHo의 Ken Devine을 만나 그가  구입한 

블라인드(녹색)가 도착하는 대로 설치비용만을 청구하고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비용은 추후에 

알려드릴것입니다.  
 
Mr. Maine의 SmartBoard 설치:Ken Devine은 또한 일단 SmartBoard가 도착하면 설치비용만을 청구하고 

설치할 것입니다. 비용은 추후에 알려드릴것입니다.  
 
학교전체의 보안카메라:3월 이사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 Susan Nevins이 학교 교정전체-복도,화장실,외부 

등-에 절도 및 학교운동장에서 허용되지않는 활동 예방을 위하여 보안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중고카메라 구입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사용하지 않는 개인귀중품은 자신의 사물함에 특히 방과후 넣는 것이 

좋습니다.  
 

6.Coordinator 보고 -- Mr. Bradbury 
교사의 상환요청.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 요청및 기타 상환 section을 참조) 

11학년 대학 신청에 대한 정보 절차:Ms.Radamaker은 11학년 학부모들에게 훌륭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또한 UCLA와USC을 대표하는 대학입학사정관들도 있었습니다.이 회의는 매우 잘 

진행되었고 .유익하고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7. 교직원요청및 기타 상환Mr. Bahmanyar 의 AMC시험 수수료:Mr. Bahmanyar는 최근에 끝난 

American Math Competition (AMC)에 대한 등록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Contest A =  $202.00  
Contest B =  $174.00 
Total Cost = $376.00 
 
Mr. Bahmanyar의AMC 시험비용.$376.00 승인 건의안-동의 통과 
 
 CAHSEE 시험과 관련된 Dr. Haut의 파이: Mr. Bradbury는 최근에 치른CAHSEE시험동안 Dr.Haut가 학교 

버스를 타고 일찍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사온 파이에 대한 비용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Costco영수증$71.88을 가지고 있습니다. 
 
Dr. Haut 의 파이 비용$71.88 승인-제청,통과 
 

8.이사회 회장보고 – Bob 
Bob Stulberg had nothing new to report at this time.  
 

9.재무보고-- Yin 
Yin은 예산에 따라 분류 그녀의 3월 월간 보고서 발표. 
 
이월액2/14 $ 172,256.60 
수입: 예금/Credits 합계: + $ 2,382.94 
(from Catalyst Prep, Wells Fargo Matching funds, and Letter Drive) 
Mar 2013년 3월 비용 (인출/이체):- $3,939.88  
 
카테고리별 분류 비용: (항목별 재무보고서 참조) 

소모품과 잡비: $ 464.54 
대회 등록비,코치 수당과 여행경비: $ 3,472.34 
Check image fee: $ 3.00 
잔액 3/20 $ 170,699.66 
 
Duke Moot Court EXPENSES: 
Landau’s travel expense: 943.00 
Landau’s Coach Stipend: $1600.00 
DMC Copy expense: $363.00 
Students’registration fee: $700.00 
Total: $3606.00 
 
10. Advocacy Update - Jennifer 
HGM Capacity and New Applicants:LAUSD영재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구회의가 있었습니다.Mr. 

Bradbury가 참석하였습니다.금년에  HGM은 149명의 신청자중LAUSD는 101명을 



허락하였습니다.HGM은80명의 9학년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봄방학이후에 HGM사무실에서 합격한 

신청자를 연락하여 등록을 할 것인지 알아 볼 것입니다.HGM사무실에서는 학급을 채우고 나머지는(현재 

21명의 신청자) 대기자명단에 넣을 것입니다.HGM은 총303명을 수용합니다.평균적으로 HGM은 

학급당37명의 학생입니다.(LAUSD는 44) 
 
새로운 수학교사 최신상태정보:이 시점에서HGM은 새로운 수학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지금 현재 몇 개의 교실에서 상주교사들을 HGM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Mr. 

Desousa(수학2학급), Ms Jackson (스페인어 1학급), Ms Sweeney ( AP English 1 학급). 
 

11.한국어 연락Update - Angie 
16회  S.F. Valley청소년 올림픽 in Chatsworth April 13th:There is an event being organized by fellow 

우리의 HGM학생(Lexine Kim and William Chung)이 조직한 행사Valley Olympic이 4월 13일에 

Chatsworth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에 자원봉사할 학생들을 모집하려 합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Lexine이나 William에게 직접 연락이 필요합니다. 
 
12. Fundraising Update - Peter H. 
Peter Hahn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곧 

학부모들에게 2번째 기부편지를 보내려한다는 이메일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13.동창/PR Update - Peter B. 
MailChimp: 이제 HGM웹사이트에 동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링크가 설정되었습니다. 동문들이 쉽게 기입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10명의 동문이 가입하였습니다. 
 
HGM Career Night:이 것은 보통 Memorial Day주에 열립니다.Ms. Spadafora가 아마도 이Career Night를 

설정하고 이 행사에서 HGM동창들이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FHGM은 동문들이 그들의 

시간을 이 행사에 할애한 보답으로 Ms. Spadafora와 함께 하는 저녁을 또한 후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14. Volunteer Update – Laura  
No Volunteers requested at this time. 
 
15. FHGM Website Update - Michel       
Science Bowl 게시: Michel은   Science Bowl에서의 우승을  Mr. Maine과 함께 있는 우리팀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16. 신규사업– Bob 
Dr. Haut의 서류함 (그리고 아마도 Mrs. Ordona):Dr. Haut는 그녀의 교실에 또다른 서류함이 

필요합니다(좁고 깊은 2개의 legal크기의 서랍 철제 서류함)은 Staple에서 판매하는 좋은 브랜드인  Hon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2교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양)Peter 

Benn이 이것에 대한 정보를수집하고 이메일이나 다음회의에서 후속처리하기로 자원하였습니다. 
 



NoHo에서 양방향 라디오 요청:  

상주학교에서 FHGM에 학교 교정을 감시감독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들은Ms. Radamaker와 Mr. 

Bradbury를 위한 최소 2대의 양방향라디오를 요청합니다.그들은 다른 형태의 감독은 줄이고 스스로 좀더  

캠퍼스 감독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금으로 찾았습니다책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양방향 라디오를 

제시합니다.한 개당$209의 비용이 듭니다. 토론의 끝에  Mrs. Kivork와Mr. Bradbury는 더 많은 

양방향라디오가 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5개의 양방향 라디오 구입을 위한$1500.00승인건의-재청 

통과 
 
 NoHo에서  Golf Cart요청: 

NoHo는 현재 간식시간과 점심시간에 교정감독중에 관리자와 기타 감독자들의 이동에 골프카트를 

사용합니다. 캠퍼스에서 현재 사용중인 골프카트는 일정의 마모로 인해 점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카트는 캠퍼스에서 부상당한 학생/교사를 구급차로 이동시키는 데 이용합니다.로컬 골프 

클럽에서 중고 골프카트를 구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 전동카트는 

약 $4000.00정도입니다.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Mrs. Kivork가 필요한 

정보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회의로 보류합니다. 
 
Robotics Club B의 입장료 요청: 입장료$2,200에 대한 잔류비용을 청구합니다.(그들은 이미Botball에서 

$800을 받았으므로$1400.00이 남습니다.) 15학생이 팀입니다.(8명의 핵심멤버).경기는 5월 4일입니다. 

가능한 빨리 지불해야 합니다. 

Robotics B Club에$ 1400.00입장료 승인건-재청,통과 
 
"Path to Excellence” Program모집: 우리가Catalyst Prep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모집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15.이전사업 -- Bob 
HGM 사무실의 Mac computers : Michel은HGM사무실에 2대의 Macs을 구입하는 데 $2,861.55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상환받을 것입니다. 

 HGM사무실의 PCs :  Michel은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정보실직원이 말하기를 Windows 

XP체계의 PCs만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입니다.(더이상 구입할 수 없는 오래된 시스템).새로운PCs는 모두 

Window 7이나Windows 8입니다.Michel은 계속해서 Windows XP체계의 . PCs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볼 

것입니다.  
 
White Boards, SmartBoards, Eyewashes, 기타.:  

Mr. Maine으로부터 전에 우리가 승인한 Mr. Maine교실과 Ms. Richardson의 교실의 Smart Boards의 

모델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A+ Plus회사Jennifer가 다른 학교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회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문의할 것입니다.(사용설명,설치,유지보수,보증 등).projector가 필요없는 

SmartBoard with an LCD screen을 구입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또한 우리는 Ms. Richardson교실에 

SmartBoard뿐 아니라 WhiteBoard 구입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기부금 모집 추후 전화와 편지: 보류 

대학추천서에 대한 교사의 수당: 보류 

팀코치와 스폰서(수당): 보류 
AP tutoring for the AP Tests:(See Ms Kivork’s section for this.) 
임원 및 이사 보험: 보류정관: 보류 
 
16. Public Comment - Open Floor 
 
No Comments. 
 

17. 다음 회의 – Bob 
 
Wed, April 17, 2013 at 7pm in Kennedy 109.  
 

18. 휴회– Bob 
9:15 pm에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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