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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 그리고  보호자님께 , 
 

2018-2019 학년도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학년이 끝나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은 리전트와 기말 고사를 준비하는 데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전트로 최종 기말 고사가 치러지지 않는 과목들은 별도로 기말 고사가 치러지며, 수업 

시간 내에 제공됩니다; 그 외 과목 시험(들)은 수업의 마지막 날 이후 2 주 동안에 걸쳐 치러 

질 예정됩니다. Global History & Geography Regents는  6 월 3 일 오전  8시에  제공  

될  예정입니다 .; 그날  정규  수업은 없습니다 . 그  날  Global History & Geography 

Regents를  치르지 않는 학생은  그 당일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러한 특별 시험 일정과 버스 일정은 이 편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일  학교에서는  

전자기기나  가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허가 받지  않은 전자 기기가 발각  된 학생은 

시험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학생들은 학교  마지막  날  전에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모든 교과서, 도서관 서적 

및 학교 장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모든 의무가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재 사용중인 모든 책과 장비를 학교가 

끝나기 전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물함은 6 월 7 일 금요일까지 

비워야 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댁의 자녀가 학교에 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되돌아 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또한 잊혀진 버려진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체크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6 월 10 일 이후에 사물함에 남아있는 것은 버려집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세계 언어 등 그 교과의 각 부서에서 주중에 추가 재검토 세션을 

제공 할 것입니다. 동봉 한 편지에서 그 재검토 시간과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orth 

High는 또한 재검토 세션을 제공 할 예정이며, 이것을 North High 웹사이트에서 해당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교사의 판단 하에 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만약 리전트 또는 코스의 완성에서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면 그 학생들은 지도 교사 부서(Guidance Department)에 의해 통보됩니다. 지도 

교사는 실패한 과목을 위한 여름 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절차를 논의합니다. 

 

이러한 학기말 스케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441-4800으로 전화하십시오. 리포트 

카드는 6 월말 Infinite Campus에 게시됩니다. 리포트 카드가 언제 제공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는 학부모 링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이번 학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 

 
Dr. Christopher Gitz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