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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주니어 클래스 학부모 / 보호자께 : 

 

5 월 18 일 토요일 스카이 라인 프린세스 요트 (Skyline Princess Yacht) 에서 연례 주니어 클래스 이벤트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이 여행은 주니어 클래스가 사우스 고등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모든 주니어 학생들이 이 즐거운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날짜 

(에스코트와 같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주니어 클래스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복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여행은 성인 감독하에 진행되며 저녁10시 30분과 11시 사이에 South High School 

캠퍼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도착시간을 부모님께 알리기위해  보트에서 전화 할 

것입니다. 통보 받으신 시간에  학교에서 자녀를 픽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캠퍼스에는 리무진이 진입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클럽에 가거나 다른 "애프터 파티 "에 참석하기 위해 리무진 또는 자동차로 다시 도시로 돌아 

가는 것에 관해 부모님께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학생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파티에 대해 돈을 

지불 하거나 작은 소규모 홀(small hall)을 다른 학교와 공유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는 이들 장소에서 마약과 술에 노출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이를 허락 해 줄 것을 

요구할 시,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니어 이벤트가11 학년 

학생들에게 즐겁운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게 될 이 이벤트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r. Christopher Gitz 

Principal 

 

주의 사항 :졸업 사진 (2020 년 졸업생)은 8 월 26 일 월요일부터 8 월 29 일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일 약 2 주 전에 Prestige회사로부터 “Important Senior Photo Information ( 

중요한 시니어 사진 정보)”가 표시된 큰 패키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녀가 지정 된 촬영일에 사진을 찍을 

수 없으면 위의 명시된 기간동안 들르거나,  (631) 861-2555로 Lifetouch에 전화 하여 스튜디오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는 여름 내내 오픈합니다. 또한 Senior Class Group 사진은 9 월 10 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