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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1교시와 매 수업시간의 출석 및 시간 엄수는 학교에서 자녀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수업시간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각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출석 오피스에 가서 sign-in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경비 데스크에 마련된 상자에 메모를 (학생이
메모를 가져왔을 시) 넣고 해당 수업 교실로 가게 됩니다. 해당 수업 선생님들은 학생의 지각을 Infinite Campus에
표시합니다. 학생의 수업 출석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하루 종일 확인되므로 학생들이 출석 오피스에서 sign-in 하는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비 데스크와 학교의 모든 출입구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Parent Portal 을 통해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지각, 결석 또는 조퇴에 관한 양식을 제출하실 수
있는것입니다. 학생들은 student portal을 통해 이 양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은 학생이 아픈 전날 저녁이나 또는
더 일찍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생이 운전면허 주행시험의 날짜와 시간이 예정 되어있는 경우). 출결석에
관련된 행사나 이벤트는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 날까지 Parent Portal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출석 정보를 제공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자녀의 법적 이름 , 결석 날짜와 결석
이유가 필요합니다 :
•

Log into the Parent Portal and complete the (survey) appropriate survey note online (Parent Portal에 로그인 하신
후 적절한 survey note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십시요)

•

A sample parent excuse note which you are welcome to print and use is available
through the “Letters from the Principal” Link on the Great Neck South High Website
or you can click the link below for access to the documents in English.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메모를 보내십시요. 인쇄 및 사용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샘플 부모 노트는 그레이트 넥 사우스 웹 사이트의
" 교장 의 편지 "링크 “에서 인쇄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어 문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o Note for Absence/Lateness
Early Dismissal

•

Call the Attendance Office a 441- 4815 (출석 오피스 441-4815로 전화 하십시요)

부모 나 보호자로부터 결석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학생은 지각한날 들어가지 못 한 수업은 “cut”을 받을 수 있고 결석은
징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스 고등학교는 폐쇄 캠퍼스임을 상기시켜 주십시요. 또한, 학생이 조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 이 필요하며,
9-11 학년 학생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반드시 학생을 데리러 건물 안으로 들어와 학생을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운전과 학교 주차 권한이 있는 12학년 학생들이 조퇴를 원하고 운전을 하여 학교를 떠날 경우에는 부모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허가하에 운전을 해서 조퇴하는 학생은 학교로 같은날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허가가 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면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을 픽업하고 다시 학교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예를 들어 의사 방문 후) 학생은 다시 sign-in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로 돌아오는데로 해당 수업 교실로 가면 됩니다.
자녀가 아프다면, 특히 고열이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아프다면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학교로 돌아오기전
24시간동안 고열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회복된 후 누락 된 과제 및 / 또는 시험을 make up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Susan Elliott, Princip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