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iends of Third (FOT) is our school’s booster club, established by parents as a 501(c)3 non-profit dedicated 
to providing robust curricular enrichment and critical classroom support programs for all students at Third 
Street Elementary. Though our children are working from home as the school year begins, FOT will continue 
to support our Third Street families and online learners as these changing times dictate and allow. We remain 
committed to providing grade-level and distance-learning appropriate enrichment, and continued support of 
technology, inclusion, community build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HOW DO WE DO IT? ALL FAMILIES GIVE. ALL STUDENTS BENEFIT. 
Regardless of any family’s ability to donate, all students participate in FOT funded programming. This year, 
with limited in-person fundraising events, the Annual Giving Driv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Our goal is 
100% school-wide participation. Please consider making a donation that is meaningful for your family. 

VOLUNTEERS AND BOARD MEMBERS NEEDED! 
We are a parent-led, all-volunteer organization. Please sign up and let us know your volunteer availability.  
The FOT Board consists of a minimum of 6 and a maximum of 21 Directors, who meet once a month. Are you 
interested in joining the Friends of Third Board? Below is a brief explanation of the timeline for election to the 
FOT board.

WELCOME NEW AND RETURNING 
THIRD STREET FAMILIES! 

FALL
The Board publishes a call  

for volunteers. (This letter!) In-
terested parents contact FOT 

regarding election to the board, 
vacancies, and leadership  

opportunities. 

SPRING
The Board confirms a slate  

of Nomine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TA President, all nominees 
must have volunteered their time 
towards at least one fundraising 

initiative, or standing committee in 
a leadership capacity prior to the 
March/April FOT meeting. Eligible 
nominees attend one board meet-

ing as guests. 

SUMMER
Incoming and returning Directors 
are elected at the last FOT meet-
ing of the school year and work 

over the summer with matriculat-
ing parent volunteers and outgo-
ing FOT Directors a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new school year.

To sign up for parent news, explore volunteer opportunities and donate please visit us online at  
www.friendsofthird.org today. This year we are working to provide a variety of ways to get involved and stay 
connected as we face the challenge of at-home schooling together. We invite you to reach out to any board 
member with your questions, concerns, ideas, or just to say hello. 

Thank you and stay safe! 
The 2020-2021 Friends of Third Board 
info@friendsofthird.org

Anna Song - Executive Co-Chair
Ali Zerden - Executive Co-Chair, Annual Giving, Website

PJ Perez - Co-President Programs
Jessie Cox - Co-President Operations  

Nicky Coscas - Co-President Fundraising 
Emmy Kirkley - Secretary, Calendar, Field Trips

Patrick Daniel - Treasurer
Joy Blaser - Officer, Vice-Treasurer 

Heather Kampf - Officer, Room Parent Communications, 
Middle School Seminar

Alisha Ranen - Director, PTA President
Carrie Alling - Director, Traffic & Safety, Party Books

Kristy Hulslander - Director, Yearbook 
Moonyoung Im - Director, Co-Chair Bowling

Chris Narae Lee  - Director, Co-Chair Bowling
Teddy Manolova - Director, Retail Rewards

Sarah Meltzer-Callahan - Director, Mindfulness,  
New Family Liaison

Sarah Shetter - Director, Beautification



Friends of Third (FOT)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설립한 비영리 기금 모금 단체로 3가 초등학교의 커리큘럼 강화와 학급에 
필요한 주요 자원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비록 이번 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집에서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
게 되었지만, FOT는 지금도 계속해서 3가 초등학교 가족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OT는 각 학년 레
벨에 맞는 자택학습(distance-learning)을 제공하고, 기술적인 부분과 교내 커뮤니티의 화합,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가족의 기부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은 FOT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한적인 모금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애뉴얼 기빙 기부 이벤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FOT의 목표는 3가 초등학교의 모
든 가족들이 100 %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의미 있는 기부를 고려하십시오.

Board(이사회)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FOT Board는 학부모들이 이끌어가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3가 초등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원봉사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FOT 이사회는 적게는 6 명에서 21 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한 달에 한 번, FOT 비즈니스에 대해 토론하
고 투표하기 위해 모입니다. Friends of Third 이사회에 가입하고 싶으세요? 다음은 FOT 이사회 선거 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입니다.

FOT가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FALL
자원 봉사자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
모님들은 이사회 선출, 공석 및 리더십 기

회에 대해 FOT에 문의하십시오.

SPRING
이사회가 후보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PTA 
회장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리더십 역량
으로 3 월과 4 월 FOT 회의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기금 모금 행사, 또는 위원회에 자
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어야 이사회 회원으
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선별
된 후보자는 한 번의 이사회에 게스트로 

참석하게 됩니다.

SUMMER
신입 이사 및 재임 이사는 학년 마지막 

FOT 회의에서 선출되며, 여름에 새학기 
준비를 위해 입학 허가를 받은 학부모 자

원봉사자와 임기를 마치는 FOT 이사들과 
함께 봉사하게 됩니다.

학부모 뉴스 수신을 위해 등록하시고 자원봉사 기회를 탐색하시거나 기부하시려면 지금 바로 웹사이트 www.friendsofthird.
org를 방문하세요. 올해 모든 학생의 홈 스쿨링이라는 과제에 함께 직면한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깊이 
관여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학부모님들의 질문이나 우려, 또는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기다
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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