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COUGAR RIDGE AUCTION?
쿠거리지 옥션이란?
쿠거리지는 2년 마다 PTSA 기금 마련을 위한 옥션을 열어왔습니다. 옥션의 수익금은
전액 학교를 위해 쓰입니다. 아트 도슨트 프로그램, 사이언스 페어, 아트 페어, 스펠링 비, 체스
클럽, 교사 학급 지원금, 브레인 팝, 스쿠피 스파게티, 헤리티지 페스티발, 연말 카니발 등 중요한
학교의 여러 교육적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옥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옥션은 2020년 3월 13일에 the Hyatt Regency Lake Washington의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옥션 준비위원회는 지역 사업체와 가족들의 기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어하는 음식점, 스파, 썸머캠프, 여행, 튜터 수업 등의 다양한 상품권,
이용권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경매인을 고용하여, 라이브 경매를 진행하고, 그 외
침묵 경매 Silent Auction, 게임, 파티 사인업, 저녁 만찬 등의 재미있는 행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쿠거리지 가정들이 하나되어 즐기고 사교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옥션파티의 주제는 Roaring 20’s 로 1920년대 미국의 복고풍 의상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구슬, 반짝이, 깃털, 술 등으로 장식된 드레스, 남자들은 턱시도나 갱스터의
정장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Great Gatsby clothes” 또는 “Roaring 20’s clothes” 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좋은 예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절반 가량의 분들이 주제에 맞게 입고
오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보통의 칵테일 파티용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오십니다.
옥션 표는 1월 중순에 판매 예정입니다. 표를 사실 때, 친하신 분들과 함께 앉아 즐기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이 하실 분을 못 정하셨을 경우, 같은 학년
학부모님들과 함께 앉으시도록 좌석을 배정해드립니다. 자녀들의 동급생 가정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옥션을 많이 접해보신 적이 없으신 가정들은 아래 자세한 옥션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세요:
칵테일 시간: 옥션 장소에 도착하시면 삼페인과 에피타이저를 제공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즐기며, 침묵 경매 Silent Auction를 하시거나, 파티 사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 경매 Silent Auction: 칵테일 시간동안 다양한 경매 아이템들이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썸머캠프, 튜터 수업, 스파, 운동, 사진, 음식점, 어린이 생일파티, 다양한 미술관,
박물관 등 여러가지 이용권,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정찬 식사가 시작되기 전, 칵테일 시간에 경매
입찰을 하실수 있습니다. 침묵 경매의 여러 섹션들은 식사전 각기 다른 시간에 끝납니다. 일단
경매가 완료된 뒤에는 더이상 입찰을 하실 수 없으며, 낙찰된 아이템들은 파티 끝난 후
Checkout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추첨: 칵테일 시간동안, 다양한 추첨과 다양한 게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
아이템중 하나는 Live 경매 때 아이템들을 고르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게임을 통해 와인, 다양한
상품권, 이용권들을 상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추첨 준비위원회는 재미있는 게임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파티등록: 연회장 한 부분에 파티를 등록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됩니다. 파티 주관 가족들과
옥션 준비위원들이 제공한 큰 보드에, 원하시는 파티를 선택, 이름을 적어주시면, 파티 참여를
위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티들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인당 $25-$250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파티들은 개인, 커플, 또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어떤 종류의 파티가 기부되느냐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러한 파티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위해 긴밀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녁식사: 저녁식사는 샐러드, 메인요리, 디저트의 3가지 코스로 제공됩니다. 와인 역시 각
테이블마다 제공됩니다. 캐쉬를 주고 별도의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바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라이브 경매 Live Auction: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으시면 경매인은 라이브 경매를
시작합니다. 구매가능한 라이브 경매 아이템은 25개에서 30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멋진
아이템들 그리고 재미난 경험과 더불어 여행, 일일교장 체험, 와인저장고, Mariner’s 다이아몬드
클럽티켓, 주말여행, 치아교정, 미술품과 같은 큰 경매 아이템들도 준비되어집니다. 침묵
경매처럼 가장 큰 경매액을 부른 분은 행사가 끝난 후 checkout 에서 낙찰된 아이템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카드(패들) 올리기: 각 경매에는 교장선생님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 요청사항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터 조성 자금을 돕는 것이였습니다. 올해의 요청은 학교 첨단
기술화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던 교장선생님이 요청하신 자금조성을 위해
자신의 입찰카드(패들)을 들고 특정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After Party!: 저녁식사와 라이브경매 후에는 저녁을 계속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음료와
댄싱이 있을 예정입니다. 옥션 티켓을 구입하는 동시에 애프터 파티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옥션 파티에 꼭 참여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옥션 준비의장인 Ewelina Hickey에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