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F STAR Awards 로 여러분 자녀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Honor	your	children’s	teachers	with	LEF	STAR	Awards	

*			만약	이	부분을	작성하시지	않으면,	(a)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인쇄물이나	온라인	상의	LEF 출판물에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b)PDF	복사본을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exington	Education	Foundation,	594	Marrett	Road,	Suite	7,	Lexington,	MA	02421;	Tel:	781-372-3288	

		

렉싱턴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며, 상담을 해 

주시며, 방과 후 활동 지원, 음악 공연 감독, 스포츠 코칭 등을 해 주십니다. LEF STAR 

어워드는 여러분 자녀를 지도하고 지원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LEF STAR 어워드를 통해 LEF 에 기부를 하시면 해당 

선생님은 개별화 된 STAR 어워드 인증서를 보관하거나 전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LEF 를 통하여 선생님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EF STAR 어워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LexEdFoundation.org/star)에서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서 수표(수신자: Lexington Education Foundation)와 

함께 편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작성해 주세요. 주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 LEF 는 학기 중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STAR 어워드를 프린트해서 선생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 LEF 에 어워드 인증서 양식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디자인하여 직접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세부사항을 적어 주시고 기부금을 잘 확인해 주세요. 개별 STAR 어워드는 선생님 한 분 당 $30 입니다. 그룹 STAR 어워드는 한 단체 

당 $60 이며, 한 그룹은 4 분의 선생님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됩니다) 
	

STAR	어워드 양식 (Online	at	LexEdFoundation.org/star) 
 

학부모 및 보호자 성함(Parent/Guardian First and 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인쇄물이나 온라인 상의 LEF 출판물에 내 이름을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 네(Yes) 아니오(No) 
(I grant permission for my name to appear in LEF Publications in print and online* (Circle One)) 

내 자녀가 직접 꾸미고 배달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네(Yes) 아니오(No) 
(Email me an additional PDF copy that my child can decorate at home and deliver to their teacher* (Circle One)) 
 

개별 어워드(Individual Award) 
 

선생님 성함(Educator First and Last Name):  학교(School):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그룹 어워드(Group / Team Award) 
 

그룹 및 팀 명(Name of the group or team):  학교(School):   

선생님 1 성함(Educator 1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2 성함(Educator 2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3 성함(Educator 3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4 성함(Educator 4 First and Last Name):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STAR 어워드 기부금 총액 ($30/개별어워드, $60/팀어워드) (Total Payment for all STAR Awar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LEF 는 렉싱턴 공립 학교와 법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Lexington	Education	Foundation	is	not	affiliated	with	the	Lexington	Public	Schools.)	
STAR	2017-18	

 

개별 어워드 2(Individual Award 2) 
 

선생님 성함(Educator First and Last Name):  학교(School):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개별 어워드 3(Individual Award 3) 
 

선생님 성함(Educator First and Last Name):  학교(School):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그룹 어워드 2(Group / Team Award 2) 
 

그룹 및 팀 명(Name of the group or team):  학교(School):   

선생님 1 성함(Educator 1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2 성함(Educator 2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3 성함(Educator 3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4 성함(Educator 4 First and Last Name):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그룹 어워드 3(Group / Team Award 3) 
 

그룹 및 팀 명(Name of the group or team):  학교(School):   

선생님 1 성함(Educator 1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2 성함(Educator 2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3 성함(Educator 3 First and Last Name):   

선생님 4 성함(Educator 4 First and Last Name):   

메시지(선택 사항)(Message for STAR Award (optional): 

STAR 인증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 드릴까요? (익명을 원하시면 n/a 라고 써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be acknowledged on each STAR certificate (write n/a to remain anonymo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