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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41Q PTA 연례 기금 모금 활동 2020-2021  

PS 41 연례 기금 모금은 (이전 멤버십 드라이브) PS 41Q의 PTA를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PTA를 위한 가장 큰 자금원 중 하나이며 또한 비용이 가장 적게드는 모금 활동입니다. 귀하의 직접적인 기부는 기금 모금 활동에 기

여할 때 더욱더 멀리 나갈수 있읍니다. 

PS 41Q PTA는 저희 PS 41 커뮤니티의 유효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풍부한 교육과 추가 프로그램을 통

해 균형 잡힌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PTA의 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기부는 원격 학생과 직접 방문하는 학

생 모두 PS 41Q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를 더욱더 특별

하게 만들어갑니다, Alastair King 과 함께하는 연극 예술 (올해 사실상 개최 예정), 가상 학교 어셈블리, 문해력 지원, 과학 실험

실 및 컴퓨터 실험실 용품,  News & Views등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경험을 향상 시킵니다. 올해 학습은 약간 달라 보

이지만 여러분의 기여로 PS 41Q PTA는 모든 사람을 위한 원격 학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PTA는 

또한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습을 향상시킬 수있는 새로운 가상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PS 41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의 가족들의 기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PS 41은 그 어느 때 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PS 41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현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어린이 한명당 $ 75를 기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든 작든 어떤 금액이든 의미 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

21 년의 목표는 가족의 100% 참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이시대에 PS 41은 최고의 교육 기관 중 하나가되기 위해 모

든 사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 75 이상을 기부하면 학교를 자랑할수 있게PS 41 토트를 받게됩니다 (제품 소장이 다 나갈때 까지)! 

어떻게 기부 할 수 있습니까?  www.pta41.com/fundraising을 방문해서 신용 카드로나 수표로 기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

로 기부 하든 수표로 기부 하든 뒷면에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이름과 학년, “Annual Fundraising Drive"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자녀와 함께 학교에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공용주에게 자선 기부와 금액일치해줄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귀하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PS 41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PTA는 다 같이 뭉칠때 강력합니다! 함께 일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The PS 41Q PTA is a New York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tax-exempt status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suming that PS 41Q PTA is granted such tax-exempt status as 
expected, all donations would generally be tax deductible in accordance with law.  No assurances can be provided that such 
application will be approv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www.pta41.com


FUND41TODAY 
PS 41Q PTA 2020-2021  

ANNUAL FUNDRAISING DRIVE 

날짜:____________________ 

부모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녀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ss: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ss: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lass:______________ 

기부 방식:  o  신용 가드 결제는 www.pta41.com/fundraising 방문해주십시오 

                    o  수표는 (Please make check payable to PS 41Q PTA Corp.) 

기부 금액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금액은 없습니다. 모든 기부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할 수있는 

것을 기부해주십시오. 

o $15         o $25        o $50       o $75       o $100      o $125       o $150       o $200        o $225       o $300 

o 다른 금액 $_______   

내 고용주는 기부금을 맞춰줍니다?  예/ 아니오 (그렇다면 필요한 양식 제출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Employe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양식을 작성하고 봉투에 “Annual Fundraising Drive”에 와 자녀의 반과 이름을 표시해서 자녀의 담임 선생님 또는 매인 오
피스로 보내주십시오. 

Questions?  Please contact Georgia Damoulakis at gdamoulakis@gmail.com or Eileen Reilly at emhr2002@yahoo.com 

*The PS 41Q PTA is a New York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tax-exempt 
status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suming that PS 41Q PTA is granted such tax-exempt 
status as expected, all donations would generally be tax deductible in accordance with law.  No assurances can be 
provided that such application will be approv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ttp://www.pta41.com/fundrai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