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South High School 의 행사와 활동을 달력순으로 설명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의 날짜와 시간은 바뀌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 달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검과 성적표는 분기마다 보실수 있으시며 언제 보실수 있는지 parent portal 을 통해
이메일을 받으실 것 입니다.
12 학년 졸업사진 촬영
졸업생을 위한 졸업사진
졸업생만 참여가능
촬영은 예약해야만 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촬영일 전에 사지관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아봄

9 학년 학생 오리엔테이션:
이 행사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의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locker 를 찾아보고 열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학교와 교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날 만나지 않습니다.
학생부과 각 동아리/클럽의 대표들이 나와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만 참석 가능
티켓 구매 필요 없음
강당에서 모임

사직 촬영/ 학생증
모든 학생은 학생증을 발급 받기위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기전엔 사진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게 됩니다. 가족은 미리 사진 package 를 선택한 후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를 사진을
찍는날 사진관 관련자에게 학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학년에서 11 학년 햑생만 참여 가능
강당
상세 정보는 우편으로 보냄

9 학년 부모 모임
고등학교에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모임은 저녁에 있습니다. 모임후, 첫번쩨
PTSA, 학부모회 모임의 미팅에 참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 지침서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역사 제공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9 학년의 부모
강당
12 학년 부모 모임
모임은 저녁에 있습니다. 상담부서에서 대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것 입니다.
11 학년 부모 모임
모임은 저녁에 있습니다. 상담부서에서 대학 지원과정과 대학 탐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것
입니다. 통역사 제공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Open House
부모님들이 약식으로 학생들의 시간표에 따라 학교생활을 살펴보고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은 parent portal 을 통해 학생의 시간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학년 부모
Car pool 강력 추천
정시에 시작함
Music Night (음악의 밤)
학생들의 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음악부서에
미리 sign up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환영
티켓 필요 없음
분기별 주차 모임
졸업반 학생들 중 주차 허가증을 신청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졸업생만 참여 가능
방과 후 강당
동아리와 활동반 페어
신입생인 9 학년 학생들과 전학생들이 9 교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들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동아리와 활동반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입니다. 동아리와 활동반은 주로 방과후 모입니다.
9 학년과 10 학년 학생들과 새 학생들
학생만 참여 가능
Musical(뮤지컬)
티켓 구입 필요 (온라인이나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향후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Pep Rally (궐기 대회)
이 행사는 9 교시에 실시됩니다. 이 행사는 학교의 정신을 돋우기위해 여러 활동을 포함해 일주일
동안 실시됩니다.

Coffee House
이 행사에서 공연하고 싶은 모든 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노래, 악기 연주, 코메디,
시낭송등이 포함됩니다. 이 행사는 연극부와의 협력하에 실시 됩니다.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티켓 구입 필요 (입장료에 음료와 간식 포함)
할로윈
졸업생들만 costume 을 학교내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Costume 을 선택하거나 디자인할때
다른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쾌함/모욕감을 주는
costume 은 입지 말아 주십시오.
티켓 구입 필요 없음
로비와 앞뜰

사진 재촬영일
사진 촬영일 결석했거나 사진이 맘에 안 드는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재촬영에 앞서 전은
찍은 사진 package 지를 가져와야 합니다.
9 학년에서 11 학년 학생들
재촬영은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교시에만 가능
강당
자선 배구
학생들과 교직원이 경합 하게 됩니다. 방과후 있을 이 행사는 부모님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인
성금은 매년 지정된 기관에 기부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참여
미리 sign up 그리고 참가 비용
East Gym (East 체육관)
퍼즐 보물찾기
학생들이 논리적 문제 해결을 통해 보물을 찾게되며 MIT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사의 약식
형태입니다.
미리 sign up 해야함
보물찾기는 토요일에 실시
12 학년 학자금 보조 설명회
상담부서에서 대학 학자금 신청서 작성에 관해 검토 합니다.
상담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시간과 장소 확인
헌혈
16 세 이상의 학생들만 참여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Sign up
가을과 봄에 실시

Yale Model Congress
Yale 대학으로 시합을 위한 여행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합실시
클럽 멤버만 참여 가능
Red Ribbon Week
약물/알코올 남용에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한 동료 학생 강사 행사 입니다.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빨강색의 옷을 착용해 주십시오.
Hispanic Culture Club Dance (히스페닉 문화 클럽 춤 공연)
사전 티겟 구입 필요
모든 학생 참여 환영
South 고등학생이 아닐 경우 학생증/신분증 제시해야 함
모든 기금은 단체에 기부
West Gym (West 체육관)
겨울/봄 콘서트: Part I & Part II
밴드, 코러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콘서트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티켓 구입 필요 없음
강당
패션쇼: 음악과 춤이 있는 패션 행사
졸업생 프롬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
10-12 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음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강당
사전 티겟 구입 필요

11 학년 학생 부모 대학의 밤
대학의 대표자들 참석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석하기를 추천
통역사 제공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Martin Luther King 집회
단합과 다양함을 축하하기위해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학교행사
학생과 교직원만 참여하는 학교 행사
Improv Night (즉흥 공연의 밤)
모든 학생들이 공연함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사전 구입 또는 공연날 티켓 구매 가능 (음료와 간식 제공)
실내악/기타 콘서트
티켓 구입 필요 없음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교직원 감사 점심: 교직원에게 부모가 주는 선물
학부모회 전단지에 포함된 도네이션/ 자원봉사서 참조
겨울 연극 공연
티켓 구입 필요
소극장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새로 입학하는 9 학년 부모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저녁에 실시
고등학교에서 기대할수 있는것들
통역사 제공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Senior Sweetheart Lunchoen (졸업생 점심 식사 판매)
졸업생들이 점심 판매, 수익금은 졸업생 프롬을 위해 쓰임
졸업생 부모님들은 음식을 기부해야 함
티켓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판매 (미리 구입 가능)
Cultural Heritage Night (문화 유산의 밤)
이 이벤트는 학교의 다양한 클럽과 문화 단체들이 음악, 무용, 그리고 다른 측면의 문화을 동료및
가족들과 공유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DECA 부모 모임
저녁에 실시되는 행사
클럽 멤버의 부모만 참석 가능
SH 안전 운전 미팅
졸업반이 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의 참석 필수
11 학년과 12 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들
오페라
저녁 공연
티켓 구입 필요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Rebel Olympic/Sprit Week

Sprit week-주제가 있는 활동 학교 행사
Rebel Olympic: 다양한 활동과 게임에 각 학년이 대항
저녁 행사
모두에게 참가비 적용
East 체육관
학생들은 각 학년에 배정된 티셔츠를 미리 구매 할 수 있음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전국 도서관 주
도서관 주최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작가 방문, 시낭송, 젤리 빈 세기 대회
잡학 상식 대회: 도서관에서 각 반에 문제 제공
최다 답을 맞춘 반은 아침식사를 제공 받음
학생만 참여 가능
One Act Play (연극)
저녁 행사, 학생들에 의해 연출, 제작
티켓 구매 필요
모든 학생과 부모 환영
상세 정보는 웹상트 참조
Junior Class Event (주니어 행사)
주니어를 위한 학년말 행사
사전 티켓 구매 필요
학교에서 버스 제공
주니어만 참여할수 있고 date 는 데리고 올 수 없음
학생만 참여 가능
졸업생 행사
졸업생을 위한 학년 말 행사
주제에 맞추어 졸업생 부모들이 행사 준비

저녁 행사
East 체육관
학생만 참여 가능
부모들의 기부로 기금 마련
상세 정보는 학부모회로 연락
인턴쉽 아침 식사
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초대 받은 학생과 참여 가능
Art 와 Tech 전시회
Art 와 Tech 에 관한 학생들의 작품 전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졸업생 프롬
졸업반을 위한 학년말 행사
사전 티켓 구매 필요
학생만 참여 가능
졸업생 시상식
저녁 행사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 가능
Regent 시험 복습반
방과후 와 주말에 실시, 학교 웹사이트에 시간표 올림
시험
중간고사-1 월 Regents 시험
학교 웹사이트에서 시험 시간표 확인
Advanced placement 시험

AP 수업을 받는 학생만
등록비 필수
방과후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

Regents 시험과 기말 고사
시험 시간표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
버스 시간표도 사전에 제공
시험기간동안 수업은 없음

Shared Decision Making Calendar Explanations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