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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2019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저는 학부모 교사 단체입니다 (PTO)과  사우스 하이 스쿨의 교직원을 대신하여, 2019 년 9 월 26 일, 연례 

오픈 하우스에 여러분이 저희와 자리를 같이 하시도록 초청코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1교시 시작과 함께 

저녁 7 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예전의 경험으론 주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시거나, 다른 학부모님 가정과 차를 같이 타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사우스 

미들 스쿨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주차장으로부터 학부모를 모실 셔틀 버스도 운행할 것입니다.  미들 

스쿨을 가로 질러 걸어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샤핑 몰 건물 쪽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 운동인 Gree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 편지는 전자편지로 보냅니다. 첨부된 시간표에 자녀분의 

스케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porta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A” 데이 스케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점심과 자유시간을 로비에서 보내도 됩니다.  자녀의 실습시간 (lab class)을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저녀의 학교 일상이 어떤것인지 아실 수 있는 기회이며 이름과 얼굴을 

매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교사들과 개인적 면담을 하실 시간은 없을 것 입니다. 면담을 원하신다면 메인 

오피스 (441-4800)로 연락 하셔서공식 면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가 있는날 모든 행정 

직원들이 기꺼이 말씀에 응해 드릴 것입니다. 건물 내나 캠퍼스 어디에서든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 클럽이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베이비 시터”로 자원 봉사합니다. 자녀에게 게임 완구 또는 안내실에서 

읽을만한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키 클럽 회원들이 이 곳에서 자녀들을 보아 드릴 것입니다. 학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오픈 하우스 기간 동안 키 클럽 회원의 관할하에있는 안내 사무실에있을 것이라고 

알려야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미 학부모 교사 단체에 지불했습니다 ($ 30.00). 여러분의 편의상, 회비 납부를 위해 

강당 건너편 로비에 테이블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PTO는 우리 학교와 학교 활동의 성공에 꼭 필요합니다. 

회비는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9 월 26 일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삼가, 

 
Dr. Christopher Gitz 

교장 올림 

 

“Our Orange and Blue 

starts with an Extraordinar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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