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97학군 이중언어 학부모 BPAC 자문위원회 간담회 
(D97 Bilingual Parent Advisory Committee) 

 

일시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11시 까지 

위치: 오크 파크 공립 도서관 (본관) 

  834 Lake St.  Oak Park IL 60301 

  1층 community engagement space  

  (도서관 로비에 있는 대출 데스크 뒷쪽) 
 

무료 탁아 서비스!  무료 통역 서비스! 

11월 11일까지 통역 서비스 예약 문의를부탁합니다.  
 

회의 안건 
 

1.  이중언어 학부모 BPAC 자문위원회 임원 선거 

BPAC위원회는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 회의 소집을 하고 회의는 약 2 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 임원은 현재 D97 학군 ESL 프로그램에 등록 

된 학생의 부모님이셔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BPAC위원회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 대표를 둘 것입니다. 

  BPAC 임원 역할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bit.ly/BPAC-BoardRoles-Korean 
 

2. 성인 영어 교육 ESL 수업 등록 
 

BPAC 자문위원회 모임의 목적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원을하는데 부모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ESL 학생 가족은 물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님, 
다문화 가정 부모님 그리고 이 위원회에 관심있는 분등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여부 RSVP/ 탁아서비스/통역서비스 예약 방법 

- Eventbrite (http://bit.ly/d97-bpac-meeting) 예약, 또는 

- 문자메시지 773-484-0371 이메일 sylvia@pepproject.org로  

   Sylvia (Kim) Swirsky에게 예약/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쟈로스 선생님께 연락은 jjaros@op97.org 이메일하시면 됩니다. 



회장 : 모든 BPAC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 질서를 유지;  

임원회와 관련된 서신, 보고서 및 기타 모든 문서 서명, 또한 

회장은 자신의 직책과 관련된 다른 모든 임무를 수행합니다.  

회장은 D97에서 ELL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여야합니다.  

D97 학군 직원은 회장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BPAC 회장 / 부회장은 회의 안건을 준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책임을 맡고 발생할 

수있는 모든 의무를 수행합니다. 

 

재무 : 재무의 책임은 수입 및 지출 기록을 유지하고 회의 

모임에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환급, 면세 세금 서한 및 

기타 재정적 업무를 처리하기위한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무의 서명은 수표 발행 및 재무 문서에 대한 두 

가지 서명 중 하나입니다.  재무는 재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총무 : 사무 총무는 위원회 회의 기록을 기록하고 유지합니다.  

또한 총무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사본을 보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