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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졸업 정보 - 저장하십시오 

March, 2019 

 

친애하는 학부모 / 보호자께: 

 

이번 기회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이번 6 월 졸업식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학년 말이 다가오면서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 입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몇 

가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이벤트는 5 월 30 일 목요일 오후 7 시부터 서부 체육관(West Gym)에서 열리며, 이 행사는 다시 한번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졸업생들의  참석을 촉구합니다. 학부모는 5 월 30 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5시 30 분까지 미리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의 시니어 무도회는 6 월 13 일 목요일 오후 7시 30 분부터 11시30분까지 Bayville에있는 Crescent Beach 

Club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Ms. Linda McGurk (Room 323C)에게 4 월 9 일부터 5 월 10 일까지 

티켓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arly Bird Special"은 4 월 9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1 인당 $ 90.00의 티켓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4 월 17 일 이후 모든 티켓은 1 인당 $ 95.00입니다. 수표는 "Class of 2019"로 제출해야 

합니다. Ms.  McGurk 은 5 월 6 일부터 5 월 14 일까지의 좌석 양식을 수령 할 것입니다. 주의 사항 : 이 이벤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졸업생은 6 월 7 11시 30 분에 리허설을 위해 학교 강당에 모여야 합니다. 이 리허설이 끝날 때 졸업 모자와 

가운이 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졸업생 브런치는 그 후에 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의 2019 년 졸업 

앨범(VISTA Yearbook)은 책을 주문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전액을 지불 한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아직 책을 

주문하지 않은 학생은 https://www.jostens.com/ 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감 구매 가격은 $ 150입니다). 

 

Long Island University의 C.W. Post Campus에서 있을 졸업 리허설은 6 월 24 8:15 am에 실시됩니다.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은이 리허설에 참석해야 합니다. 버스는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오전 7시 45 분에 학교를 

떠납니다. 학생들은 Hillwood Commons 입구를 이용하여 소극장으로 직접 가야합니다. 학생들은Tilles Center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리허설에 모자와 가운을 가져 가지 마십시오. 11시 30 분까지 끝날 것입니다. 

 

졸업식은 6 월 25 2:30시에 Long Island University (C.W. Post Campus)의 Tilles Center에서 열립니다. 졸업은 약 2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졸업생은 오후 1시 30 분에 입학 할 것입니다. Post Campus에 도착해야합니다. 홀의 문은 

오후 2시 10 분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모든 가족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참석하고 iPads 또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지 않아야합니다. 전문 사진 작가는 각 졸업생 사진을 찍을 

수 있으므로 가족은 사진을 구입할 수 있고 가족은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는 부모님과 동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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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졸업식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자 학생은 셔츠, 긴 바지 및 

넥타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편안한 신발과 적절한 드레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자를 제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바비핀(Bobbie pins)이 유용 할 것입니다. 졸업식동안 모든 가운의 단추를  완전히 채우거나  

지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졸업식에서는 졸업장 커버만 제공됩니다. 졸업장은 졸업식 직후 배포됩니다. 

 

참고 사항 : 졸업식동아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티켓을 픽업하면 번역 장비를 예약하고 필요한 

언어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졸업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동안 오디션에 관심이있는 학생들은 5 월 15 일까지 학교 사무실에 

통보해야합니다. 2019 클래스의 모든 졸업생은 오디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래스 기획위원회가 

선정한 테마는"미래의 물결"입니다. 교사진과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연사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오디션을 통해서만 선택됩니다. 선택한 연사의 수는 제한됩니다. 오디션은 5 월 21 일 오후 2시 45 분에 합창 

방에서 열립니다.오디션을 참석할 예정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교사진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오디션은 2 분으로 제한됩니다. 

 

 

티켓 배포는 6 월 19 일에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티켓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배포는 교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이행 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의무가 해결 될 때까지 티켓을 수령 할 수 없습니다. 

의무 이행 목록은 메인 로비, 도서관 및 교무실 근처에 게시됩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서, 도서관 서적 및 학교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올해 초반부터 이행 의무에 대해 명시를 받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교직원 및 도서관 사서와 상의하여 모든 의무 사항을 확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각 졸업생당 5장의 티켓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티켓을 더 필요로하면 사무실에 알려야합니다. 추가 티켓 요청을 모두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장 미만의 티켓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티켓을 사무실에 돌려 보내주십시오. 

 

저희의 목표는 졸업생들이 성공적으로 졸업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졸업식에서 각 학생들을  

축하하기를 고대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Sincerely,  

 

 
  

Dr. Christopher Gitz 

Principal 

 

 

 

 

 

 

 

 

 

 



Page 3 of 3 
 

Dr. Christopher Gitz, Principal 

(516) 441-4800 

   cgitz@greatneck.k12.ny.us 

WILLIAM A. SHINE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341 Lakeville Road, Great Neck, New York 11020 

                         

 

 

 

 

IMPORTANT DATES -- PLEASE SAVE 
 

   

 

4월 9일–   시니어 무도회티켓을 위해 Mrs. McGurk 만나기 

5월 10일   (Early Bird Special"은 4 월 9 - 4 월 17) 

 

5월 15일   졸업식에 연사로 참여하기 원하면 교무식에 알리기 

 

5월 21일   연사 오디션– 오후2:45 분 306호 (Choral Room) 

 

5월 24일   학생 주차권 교무실에 반납하기   

 

5월 30일   시니어 이벤트– 오후 7시. West Gym 

 

6월 4일    시니어 시상식–오후 7:30 분. 강당 

 

6월7일    학교에서 졸업식 예행연습 오전 11:30 분 

졸업 모자, 가운, 졸업앨범 배부  

시니어 브런치– 학교 졸업식 예행연습 직후 

 

6월13일   시니어 무도회 

The Crescent Beach Club in Bayville  

(오후7:30 – 오후11:30) 

 

6월19일   졸업 티켓 배부 시작 

    (티켓을 받으려면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6월 24일   오전8:15분  LIU Post에서 졸업 리허설– 버스 출발 오전7:45분 

 

6월 25일        졸업생Tilles Center에 도착 – 오전 1:30시 

졸업식– 오전2:30 시 

    (통역 서비스 이용가능) 

 

5 월 21예산 투표입니다 -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Our Orange and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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