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들께 

코히아 픽앤믹스( KOHIA Pick’n Mix) 

2018 년 주요 기금 모금 프로그램중 하나인 코히아 픽앤믹스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로부터 기금을 모을수 있는 재밌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다음 다섯가지 활동중 3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1. Jump Jammer (jump jam for set time) 정해진 시간동안 점프 

2. Fitness Fanatic (jump rope rotation) 줄넘기 하기 

3. Math Master (maths basic facts questions) 기본 수학문제  

4. Trivia Champion (general knowledge questions) 일반 지식관련 문제  

5. Word Whizz (questions related to grammar, spelling etc) 문법,철자등과 관련된 문제  

각 분야별로 학년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2 학년,  3,4 학년,  5,6 학년,  7,8 학년.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프잼을 20 분동안  할경우 20 크레딧을 획득, 20 가지의 Trivia 질문을 

할 경우 20 크레딧 획득, Word Whizz 질문은 각 1/2 크레딧만 취득 가능. 

학생들은 픽앤믹스 학업을 수업시간 또는 가정에서 복습하게 될것이며, 6 월 12 일 화요일부터 6 월 14 일 

목요일에 있을 픽앤믹스를 준비하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즐겁게 학습을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노력으로 상품을 타는것입니다. 

 귀하의 학생들과 지역사회로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Sponsorship 폼은 5 월 29 일 화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겁게 사회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6 월 15 일 금요일에 후원금을 

위한 봉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Sponsorship 폼에는 학교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기부하시길 원하신다면, 자녀의 이름, 

교실번호와 키워드인 Sponsor 를 기입하여 보내주세요. 스폰서쉽폼과 후원금은 6 월 26 일 화요일에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새로운 아이패드와 디지털 기술 장비를 포함한 올해의 PTA기금 모집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 사회에 이익을 주는 동시에 기금 모금 과정을 보람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표는 학생 1인당 

약 40달러인 15,000달러입니다. 

 



기부금에 따른 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합니다. 

ㆍ 0 ~ 8 학년 $40 이상 기부한 학생                                 아이패드 미니를 추첨을 통해 증정 

ㆍ 0 ~ 8 학년 문제를 100% 맞춘 학생                              MP3 player 를 추첨을 통해 증정 

ㆍ 0 ~ 4학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학생                    $50 웨스트필드 상품권 증정 

ㆍ 5 ~ 8 학년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학생                    $50 웨스트필드 상품권 증정 

ㆍ 0 ~ 4 학년                                                                     $20 웨스트필드 상품권을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 

ㆍ 5 ~ 8 학년                                                                     $20 웨스트필드 상품권을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 

ㆍ평균적으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학급에게 점심시간에 피자증정 

ㆍ각 학급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게 5000 하우스포인트 증정 

ㆍMaths Master, Trivia Champion and Word Whiz 문제를 100% 맞춘 학생에게 Excellence상장을 수여 

ㆍ$20 을 기부할때마다 학생의 이름은 추첨함에 들어가며 추첨을 통해 그밖에 더 많은 상품을 증정. 

 

주요 스케쥴 안내 

5월 29일  스폰서쉽 폼 집 

5월 29일 - 6월 12일 퀴즈 학업및 연습/ 스폰서쉽 수집 

6월 12일-14일  Quiz Week 

6월 12일 화요일 - Math Whizz 

6월 13일 수요일 - Trivia Champion/Fitness Fanatic 

6월 14일 목요일 - Word Whizz/ Jump Jam 

6월 15일  결과 집으로 보냄 

6월 15일 -22일 후원금 모집 

6월 26일 스폰서쉽과 돈 리턴 

6월 29일 픽앤믹스 상품증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