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학부모님께
RE: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 프로젝트
이번 주 조례 시간에 본교의 9학년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선 활동에 초점을 맞춘 활동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학년 전체를 통틀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몇 가지 자선
운동이 계획되었습니다. 연휴 및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Brookes 상트 페테르부르크 전교를 아울러 12월을 위해 몇 가지 활동 계획을 세웠으며,
본교 커뮤니티의 회원 전체가 참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회원

자선 활동 종류

학교 전체

노숙인을 위한 급식 활동

초등부

고아를 위한 선물 상자

중등부

Club Butterfly를 위한 원조 물자 꾸러미
장애 아동 지원

학부모(어머님)

여성 쉼터

날짜
12월 7일-11일
12월 11일-18일
12월 11일-18일
12월 7일-18일

이번 연휴에 본교 커뮤니티의 각 멤버가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 기여하고 기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선 활동의 상세 정보:
●
●
●

9학년 학생들이 디자인한 포스터/전단지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아 11월 30일
배부됩니다.
모든 활동은 선택적입니다.
활동 프로젝트 봉사 활동은 IB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적: 목적:
●
●

지역 사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발견하고 성장시킵니다
지역 사회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합니다
핵심 질문: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행동을 취합니다.
여성 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학부모
본교 커뮤니티의 중요한 회원으로서, SPB 학부모님들은 지역 여성 쉼터를 지원하는 자선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봉사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성 쉼터(보호소로 불리기도 하는)는 전문적인 봉사
활동으로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잠자리,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번 연휴는 모든 가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후원은 이 가족들이 치유하고 새롭게
삶을 재건하려는 노력에 의미 깊은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래 품목의 형태로 기부를 환영합니다.
1. 담요

2. 타월
3. 티포트
4. 요리용 팬
5. 믹서
6. 도시락 통
7. 어머니를 위한 개인용품: 예를 들어 크림 세트 등
다른 방법으로 기부하시거나 후원하시고자 한다면 연락해 주세요. Elena Ileri +7 (981) 819-11-32
grellenka@gmail.com 또는 Helene Lloyd +7 (916) 171-04-94 hl@tmiconsultancy.com.
마지막으로, 본교의 모든 멤버에게 행동하고자 하는 본교의 이니셔티브를 봉사로써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학년 학생들
Brookes Saint Petersburg | Tatarskiy Pereulok, 3-5 | Saint Petersburg | Russia | 19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