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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웨스턴 스쿨 쿰즈 P&C 협의회

질문과 답변
P&C란?

P&C는 언제 모이나요?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부모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텀 세번째와 여덟 번째 주간의 화요일에
모입니다. 회의는 학교 뉴스레터와 P&C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모든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Charles Weston에서의 학부모 그룹은
P&C Association이라고 하며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학부모 모임을 개최하여 학교
및 커뮤니티와 관련된 관심 사안들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 우리는 활동과 행사에 대한 논의와 우리가
학교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의는
커뮤니티 룸에서 혹은 화상 회의를 통해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P&C 회원은 누구인가요?
Charles Weston의 모든 학부모와 자동으로
P&C 회원들이 됩니다.

페이스북 @CWSCParents에서
우리를 만나 보세요.

P&C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P&C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학교 커뮤니티에

P&C 위원회란?
P&C 위원회는 학부모 그룹 운영을 지원하는 학부모

혹은 보호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됩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들은 자신들을 추천하여 12개월 기간 동안
위원회 직책에 선출됩니다. 위원회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행사와
기금 모금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교복 풀 운영 책임도 있습니다.

P&C가 스쿨 보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필수적 직책

선택적 직책

회장

일반 위원회 위원

부회장

커뮤니케이션 위원

총무

시의회 파견인

스쿨 보드는 일년에 최소한 네 번 모이며 직책을
선출합니다. 보드에 선출된 회원들은 최소한 12개월

회계

기금 모금 코디네이터

동안 그리고 24개월 미만에 걸쳐 선출직을 맡습니다.

공무 담당 위원

모든 ACT 공립학교는 스쿨 보드가 있는데 이는 학부모,
보호자, 교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히, 스쿨 보드는 학교의
정책 수립 기구로 운영을 합니다.

P&C는 보드와 파트너십으로 일하며 종종 사안들을

보드로 의뢰하여 고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복 풀이란?
교복 풀은 가족들이 중고품 교복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학교로
와서 중고품 교복을 골라 낮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정기적인 교복 풀 세일을 개최합니다.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요?
학교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일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복 풀을 위해 교복을 세탁하고 정리하기

P&C는 재정적으로 교복을 구매하기 어려운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해 빵 준비

가족들을 기꺼이 돕습니다.

•커뮤니티 BBQ에서 요리
•행사에서 음식 서빙

언제 중고품 교복을 구매할
수 있나요?
각 텀에 우리는 학교에서 교복 풀을 개최합니다.
교복 풀 세일 날짜와 시간은 학교 뉴스레터와 P&C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됩니다.

•행사 계획

P&C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복 풀에 기증을 해도 되나요?
우리는 모든 학부모 및 보호자들이 많은 양의 중고품
교복을 교복 풀로 기증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기증은
P&C 및 학교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회의에 참여
•행사 및 활동 지원
•기금 모금 아이디어 공유
•도움을 위한 자원봉사

됩니다.
교복 풀 기증은 학교 사무실에 하실 수 있습니다.

P&C에 어떻게 연락하나요?

P&C는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길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학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법과 기금 모금
기회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사를 운영하고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활동들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메일

•스쿨 디스코
•새로운 학부모들을 위한 환영 선물s
•스승에게 감사 선물
•환영 피크닉 및 선거 BBQ
•트리비아 나이트
•어버이날 아침식사 및 선물 스톨

charleswestonparents@gmail.com을

통해서도

P&C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제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문제나 우려사항이 P&C에 대한 것이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하시거나 회의에서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학교 정책 혹은 전략에 관한 사안이면 스쿨 보드 혹은
학교장에게 이메일 charlesweston@ed.act.edu.au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커뮤니티 캐롤에서 쿠키 장식 및 선물 스톨

자녀와 연관된 사안이면 다음과 같은 포맷을 이용한
이메일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웃의 날

firstname.lastname@ed.act.edu.au

•기금 모금 행사와 관련된 학생 모의 국회

모든 이메일에 대한 답변은 48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P&C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Charles Weston School 커뮤니티
내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긴급 문의
긴급 사항이 있으면 학교 사무실에
02 6142 0404로 전화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