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BSB 에서는  올해에도 지난 해 열렬히 지지해주신 shoebag appeal 자선활동을 계속합니다.  BSB 

Shoebag Appeal  2016 의 목표는 취학연령( 5 살-18 살) 어린이들을 위한 유용한 물품들로 채워진 

선물가방을 적어도 200 개이상 모으는 것입니다. 이 선물가방들은 간쑤성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목표인 200 개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은 베이징의 지역 이주자학교(주로 

농민공의 자녀들)에 전해져 아이들은 오는 2 월 중국 춘절 기간에 이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되도록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BSB 스태프들이 이 자선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기 쉽게 만들고자 하여 이번에는 완제품가방의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 방법에 

동참하시고자 한다면 100RMB 를 기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의 첨부된 종이에 이들 선물가방에 무엇이 

포함될지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금액을 기부하는 대신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이 자선활동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을 더 선호 하신다면 꼭 뒷장에 나열된 목록들 중에서만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 학년 IB CAS 학생들이 이들 선물가방과 기부될 물품들, 학교에 전달될 아이들의 나이와 선물의 연관성들을 

고려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기부금은 겉면에 ‘Shoebag Appeal 2016’ 이라고 쓰신 봉투에 넣어 학교 메인 리셉션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부하시는 금액은 선물가방과 가방 안에 채워질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부금은  2016 년 

1 월 20 일 수요일까지 아이들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가방에 넣을 물품들로 기부하실분은 해당 물품을 로비에 있는 해당 자선활동 박스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물들은 잘 분리할수 있게 박스의명칭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물품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물품은  2016 년 1 월 26 일 화요일까지  모으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lleen.usher@britishschool.org.cn 

감사합니다. 

Colleen Usher 

CAS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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