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December, 2018 

BSB Shoebag Appeal 2019 

학부모님께 

BSB 에서는 지난 5 년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Shoebag Appeal 자선활동을 올해 역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BSB Shoebag Appeal 2019 의 목표는 5-18 세의 학생들에게 유용한 물품들이 담긴 가방을 

최소 220 개를 모집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선물가방들은 간수성 지역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모집된 가방이 220 개를 초과할 경우, 남은 가방들은 북경의 이민자들을 위한 학교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모인 가방들은 춘절 연휴인 2 월 중에 학생들에게 배부될 것 입니다. 저희는 되도록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BSB 스태프들이 이 자선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 이번에는 패키지를 사시는 것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키지는 50-100RMB 이며 뒤의 이 패키지에 포함될 물건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금액을 기부하는 대신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이 자선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면 꼭 뒤에 나열된 물건들 중에서만 보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2 학년 IB CAS 학생들이 이 기부될 물품들을 학교에 전달될 아이들의 나이와 선물의 종류들을 고려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기부금은 겉면에 ‘Shoebag Appeal 2019’ 이라고 쓰신 봉투에 넣어 학교 리셉션으로 보내주십시오. 

기부하시는 금액은 선물가방과 가방 안에 채워질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금요일  25th 

January 2019 까지 아이들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t.cn/EypFdMr 

물품들을 기부하실 분은 해당 물품을 로비에 있는 해당 자선활동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물들은 잘 분리될 수 있게 박스의 명칭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25th January 2019 까지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지지에 깊이 감사 드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anne.burrraston@britishschool.org.cn 

감사합니다. 

Anne Burraston 
 
On behalf of CAS coordinator Ms Rebecca Mazie 
 

 

http://t.cn/EypFd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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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B Shoebag Appeal 2019 

 

 50-100RMB 를 기부하실 들은 http://t.cn/EypFdMr 

 에서 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용되는 물건: 
칫솔 

장갑 

털 모자  

스카프 

사탕봉지 

초콜릿 

색칠공부책/스케치북 

펜, 연필, 물감세트 

장난감 예) 큐브, 레고, 카드게임 

작은 공, 딸랑이 혹은 그 외 다른 장난감 

인형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중고가 아닌 새것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되지 않는 물건 
음료수 

음식, 비스킷  

액체 용품, 샴푸, 등등 

날카로운 물건들, 예) 나이프, 포크 세트  

종교와 관련된 물건들 

외국서적  

비비탄 총 등 위험할 수 있는 물건 

 

 

 

 

http://t.cn/EypFdMr


 

 

50-100RMB 로 구성된 선물의 예시 

 
5 – 6 세  털 모자 스카프 (나이와 성별에 적합한 

것) 

 색연필 

색칠공부책 

칫솔 

작거나 부드러운 장난감 

사탕 

스포츠가방/책가방  

7 – 8 세세 털 모자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것) 

 

스카프 (나이와 성별에 

적합한 것)  

 작은 장난감 (요요) /혹은 부드러운 

장난감 

커다란 장난감 (보드게임이나 그 와 

비슷한 것)  

 

칫솔 

사탕 

스포츠가방/책가방 

9 -10 세   털 모자 (나이와 

성별에 맞는 것) 

 

 

스카프 (나이와 성별에 

적합한 것)  

 작은 장난감 (예: 큐브)  

장난감 (보드게임이나 그 외 비슷한 것)  

칫솔 

사탕 

스포츠가방/책가방 

11 – 12 세 

13 +   

장갑 

작은 장난감/보드 게임(나이에 적합한 

것) 

필기도구 

공책 

칫솔 

사탕 

스포츠가방/책가방 

스카프 (나이와 성별에 

적합한 것)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