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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O는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한인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인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    

입니다. 한인 학부모님들의 교내 행사및 활동에 대한 이해 와 

참여를 돕기 위하여 정기모임 개최, 신문 발간과 학교 행사 

협조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KPPO  

학 년 초 인  9월 과  학 년말인  6 월 에  총 회가  열 립 니다.               

2016-2017년도 첫 KPPO총회에 신입생과 재학생 학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총회 1부는 학교 공식행사로 교장선생님과 

BCA에 재직중이신 한국인 선생님들의 소개 및 인사 시간 

입니다. 또한 이번 학년동안 KPPO를 위해 봉사해주실 임원 

소개와 지난해의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부는 아카데미별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신입생 

학부모님들께는 해당 아카데미의 선배 학부모님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자녀들의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총회 

일시: 9월 20일 화요일 7시 

장소: 학교 2층 카페테리아 

 

  

★ 정기모임 

일시:10월 5일 수요일 낮 12시  

장소: 포트리  풍림-2053 Lemoine Ave, Fort Lee, NJ 

    KPPO 소식  

 

무덥기만했던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다시금 설레이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슴벅찬 꿈과 희망으로  버겐아카데미의 새로운 가

족이 된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앞으로 4년간 버겐 아카데미에서 쉼없는 도전과 발전

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새학기를 맞이하는 재학

생과 학부모님께도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냥  즐겁기만하던 신입생 시절이 지나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아이들, 때로는 힘들고 지친 아이

들  때로는 기쁨으로 들뜬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

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뿐 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려 학교의 여러 

행사에 늘 지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KPPO 학부

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더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저희BCA KPPO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여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KPPO 회장 유주영 드림 

2016-17 새학기를 열며 

매월 개최하여 학교 행사 안내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나누고, 회원들에게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해 

관련분야 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정기모임 은  Back to School Night 전날인  10월 

5일입니다. 이 날은 특히 신 입생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 (power school, Navi-

ance, volunteer 등록 ,  지각과  결석에 대한 policy)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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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임원소개     PPO 소식  

BCA 전체 학부모회는 매달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학부모들에

게 학교 소식 및 그 달에 있을 행사의 내용을 알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PPO General Meeting  

새 학년 시작과 더불어 자녀들을 담당하시는 과목별 선생님들

을 만나보고, 해당 교과목 소개와 성적 평가 방침등 지도 계획

을 듣는 시간입니다. 미리 나눠드리는 학생 개인의 시간표를 

참고로 동선을 잘 계획하셔서 빠듯한 시간내에 차질없이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KPPO 정

기 모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Back to school night  

일시: 9/13, 10/19, 11/8,2/8, 3/7, 5/23   

장소: 학교 1층 강당, 시간 : 7:30 PM 

★ International Tasting Dinner  

    2016  Summer NTE program 

김덕양 박사님 (Bergen Academies, Department of Chemistry)

이 여름 방학동안 주관하시는 Nano Technology - Exploration 

Program에 BCA와 자매결연을 맺은 울산 과학고 학생 1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울산 과학고와 BCA는 지난 2011년 MOU 

(양해각서 )를 체결한 이후 ,  BCA학생들이 울산과학고를 

방문하여 학교 정규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울산과학고 학생들이 BCA를 방문하여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울산과학고 학생들과, 리서치에 함께 

참여한 BCA 학생들 ,  통역으로 봉사한 BCA 학생들 ,  BCA 

선생님들과 양측 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PPO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였고 , 참가한 울산 과학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울산과학고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수료증과 버겐 아카데미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울산과학고 인솔 교사는 "김덕양 박사님과 학교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마지막날 한인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점심까지 제공해주셔서 

매우 감동 받았다. 버겐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한 2주간의 

리서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연구하며 고민하는 모습, 또 

학생들이 그룹을 이뤄 함께 리서치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두 학교간의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돈독한 우정을 키우기를 바란다 "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시:10월 6일  목요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전통 음식들을 나누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매년KPPO에서도 

적 극 적 으 로  참 여하 여  한국  음 식 과  문 화 를  소 개하 고 

있습니다. KPPO 에서는 단체음식 주문을 받아 행사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Admission Open House  

내년도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학교 소개와 개별  

아카데미 소개 및 견학, 입시요강을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일시: 1차 10/16, 2차 10/23. 3차 10/30 

시간: 11 AM/ 2PM 

일시: 10월 8일 토요일  

장소: 학교 1층 Gym 



 

 

   2016  졸업생 주요대학 진학 현황 

KPPO NEWS 

School Name 지원  합격  등록 

Brown University  37 0 0 

Georgetown University  25 9 6 

U.C. Berkeley 13 11 4 

Harvard University  33 5 4 

Northeastern University  104 86 15 

M.I.T.   33 3 1 

Johns Hopkins  31 2 0 

Washington Univ. of Saint    

Louis   
40 7 3 

Carnegie Mellon  46 23 6 

New York University  85 51 23 

University of Chicago   11 1 1 

University of Rochester 27 16 3 

Columbia University  60 5 3 

Princeton University   59 7 6 

Cornell University   86 20 9 

Rutgers  151 145 30 

U PENN   53 10 8 

Stanford University  20 1 1 

Northwestern  University 37 4 2 

Yale University  32 4 1 

    2016-2017 한인학생 등록현황 

 2017 2019 2020 2018 

AAST 11 15 9 10 

ABFIB 12 10 10 10 

ACHA 6 8 5 4 

AEDT 7 5 3 8 

AMST 11 15 17 20 

ATCS 5 8 8 4 

AVPA 3 9 11 13 

합계 55 70 63 69 

    2016 한국학생 대학 진학 현황 

AAST 

Carnegie Mellon 

Cornell 

KAIST 

Harvard 

Georgetown 

 

2 

1 

1 

1 

1 

 

Franklin U.  

(Switzerland) 

NYU 

Northeastern 

UPENN 

Rutgers 

1 

 

1 

1 

1 

3 

AMST 

Colgate 

Emory 

Northwestern 

Northeastern 

Franklin &  

Marshall 

1 

1 

1 

1 

1 

 

Vassar College 

Boston BSMD 7yr 

Harvard 

Rochester 

Rutgers Pharm 

 

1 

1 

1 

1 

1 

 

ABF 

Rutgers 

NYU 

Cornell 

Fordham 

1 

2 

1 

1 

Franklin &  

Marshall 

Northeastern 

ESSEC (France) 

1 

 

2 

1 

AVPA 

Columbia 

Carnegie Mellon 

Emory  

1 

2 

1 

NYU  

RISD 

Wellesley  

1 

1 

1 

ACA 

HA 

Rochester 

Vassar college 

1 

1 

Yonsei 

(Korea) 

1 

 

ATCS NYU 1 Northestern 1 

AEDT Cornell 1   

   2016-2017 PPO 주요 행사 

 PPO Monthly Newsletter Mailing  

 Back to school night -10월 6일 목요일  

 International tasting tour-10월 8일 토요일   

 Open House-10월 16일,10월 23일,10월 30일  

 PPO Picnic &  Staff  Appreciation Luncheon -5월  

 Field day-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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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회장 부회장(11학년) 

한은영 유주영 Cindy Kim 

201-655-0180 201-491-8213 201-232-5159 

Heejin Choi Brittany Kang Olivia Kim 

AMST 17 AMST 18 AVPA 18 

부회장(10학년) 총무(1) 총무(2) 

Sandy Kim Irene Park Misik Ha 

201-452-5956 646-345-6004 201-663-5172 

Jeremy Kim Younjee Ko Julie Ha 

AAST 19 AMST 18 AVPA 18 

회계 서기 편집장 

전도현 Sophie Youn 이경희 

201-314-5487 646-943-1293 646-244-6021 

Noah Chun Peter Park Iris Lee 

ACHA 18 ABF 19 ABF 18 

신문1 신문2 신문3 

권은경 고숙경 안정아 

646-234-7227 845-664-0983 201-966-4939 

Evan Lee Frederick Choi Ciyoon Kim 

ABF 18 AEDT 19 AAST19 

12학년대표 11학년대표 10학년대표 

김민 고은주 Eunice Kim 

201-233-4727 201-300-9343 201-560-8430 

Sarah Kim Jay Mo Danyoung Kim 

ABF 17 ATCS 18 AVPA 19 

★ 2016-2017 임원소개 

★ 학년모임 

KPPO는 각 학년 별 모임이 매달 있습니다. 같은 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지는 공통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친목을    도모합니다. 

12학년: 매월 셋째주 월요일 

11학년: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10학년: 매월 둘째주 화요일 

9학년: 추후 공지 

★ KPPO 회비 및 회계 보고 

KPPO 연회비는 각 가정당 $40 이며 버겐아카데미 PPO 회비 

(매년 $75)와는 별도이며, KPPO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 행사   

지원 및 자체 활동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회비는 연중 내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전년도 회비도 이월 납부 가능합니다.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에게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BCA KPPO 

Address: Dohyun Chun (BCA KPPO) 

465 Undercliff Ave. Edgewater, NJ. 07020 

문의: 회계 전도현(201-314-5487) 

2015 ~ 2016년도 회계 보고 

수입  

인수인계 (2014~2015)  $  1,711.72 

회비 (134명)  $  5,360.00 

International Dinner Fee (41명)  $  1,230.00 

12학년 Donation  $     200.00 

수입 합계  $  8,501.72 

지출  

9월 신문비용  $     300.81 

9월 총회  $     241.93 

KPPO 계좌 관리 비용  $     165.13 

International dinner 비용  $  1,147.32 

정기모임 비용 (11월, 2월, 4월)  $     277.24 

피크닉 및 Staff Luncheon  $     555.50 

졸업생 장학금  $     404.80 

졸업생 선물  $     460.00 

6월 총회  $     170.00 

Field Day  $  2,260.00 

지출 합계  $  5,982.73 

   

잔액  $  2,518.99 

★ 신문팀에서 알립니다 

KPPO에서는 1년에 총4회 “KPPO 뉴스”를 발행합니다. 첫 신문인 9월호는 인쇄

되어 각 회원가정으로 발송되며, 나머지 3회(12월, 3월, 6월)는 학부모님의 이메

일로 발송됩니다. 또한 신문은 PPO website에서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9학년 신입 학부모님들 중 신문 기사 작성과 편집에 관심있으신 분은 KPPO    

신문팀으로 연락주십시요.         안정아 201-966-4939,  고숙경 845-664-0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