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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졸업 정보-보관하세요
2017년 4월
부모님과 2017년 졸업생들에게:
졸업학년말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며 졸업반을 위한 몇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업반의 부모님들은 2017년
졸업생들에게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The Senior Event는 목요일 6월 1일 저녁
7시에 West Gym에서 있으며 다시한번 추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들을 미리 행사전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담 지도 선생님께 다니게 될 대학교를 알려 드렸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졸업생들이 이 정보를 알려주는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졸업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식 발표자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금요일 5월 12일까지 Mrs.
Imperato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졸업생은 누구나 심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준비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제는 “Free to Fly” 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발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발표자는심사를
통해서만 선정됩니다. 선정되는 발표자의 수는 제한이 됩니다. 심사는 월요일 5월 17일 306호 (Choral Room)에서 오후
2:45 에 실시 됩니다. 심사에 참가할 의사가 있고 발표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면 교직원 누구라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표는 2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졸업생 프롬 (Senior Prom)이 목요일 6월 8일 7:30분부터 11:30분까지Bayville에 위치한 The Crescent Beach Club
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는 학생들은 4월 20일부터 5월8일까지 참석비와 함께 Mrs. Linda McGurk (Room 323C) 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기등록혜택은 4월20일부터 429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80불 입니다. 4월28일이후
참가비는 85불입니다. 수표는 “Class of 2017” 으로 써주십시오. 온라인 티켓 구매시 추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프롬장소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졸업생은 금요일, 6월 2일 오전 11:30시까지 학교 강당에서 있을 졸업 예행연습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졸업 가운과 모자는 예행연습 직후 제공됩니다. 졸업생 brunch식사는 예행 연습 직후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주차허가증을 5월25일 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올해 졸업앨범인 2017년 VISTA Yearbook (졸업앨범)은 6월2일 예행연습 직후 앨범 신청을 마치고 앨범 대금을 치룬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매우 적은 수량의 앨범이 주문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졸업생에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이 있습니다. 아직 앨범 대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을 VISTA라고 쓰여져 있는 $125불의 수표를 (5월 12일
이후에는 현찰만 가능) Ms. Judith McClellan (Library)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졸업식 예행 연습은 수요일 6월 21일 오전 8시15분에LIU Post 에서 실시됩니다. 모든 졸업생들을 참석하기 바랍니다.
버스를 학교에서 오전 7:45 a.m에 출발합니다. 학생들을 Hillwood Commons입구를 통해 소극장으로 가면됩니다. Tilles
Center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행연습에는 가운과 모자를 지참하지 마십시오. 리허설은 11시30분경 종료됩니다.

다음장으로

졸업식은 Tilles Center of LIU Post 에서 목요일 6월 22일 오후 2:30분에 실시됩니다. 졸업식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든 졸업생들을 Post College에 오후 1: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졸업식장의 문은 2시 10분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졸업식장으로 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Post까지 버스가 제공되면 South학교를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졸업식 당일 통역이 제공됩니다.
지난 졸업식에서 볼 수 있었던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참여자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학생들을 셔츠와 긴바지
그리고 넥타이를 착용해 주십시오. 여학생들은 편안한 신발과 적절한 드레스를 착용해 주십시오. 실핀은 모자를
고정시기키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운은 단추를 모두 채우거나 지퍼를 올려주십시오.
졸업식 당일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티켓을 수령하려 올때,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통역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 티켓은 금요일 6월 16일부터 배포됩니다. 학생들을 본인의 티켓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티켓을
받으러 올때 필요한 통역 언어를 명시 할 수 있으며 졸업식 사용하게 될 통역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배포는
Main Office에서 합니다. 만일 반납하지않은 책이나 비품이 있는 학생들을 반납이 확인될때까지 티켓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납 명단은 Main Lobby, near the Library and in the Main Office에 게시됩니다. 학생들을 모든 교과서, 학교 비품 그리고
도서관 책을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반납 확인을 위해 선생님이나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졸업생은 5장의 졸업식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이 더 필요하다면, 학생들은 Mrs. Virgilio에게 알려 주기
바랍니다. 추가의 티켓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일이 성공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몇몇의 학생들을 여름 보충 수업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이수 과목을 마치기위해 특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필요성이 결정되는대로 부모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8월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졸업장 커버만 전달되며 졸업장은 식이끝난 직후 배포됩니다.
졸업식은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 특별한 축하의 자리에 여러분과 가족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Sincerely,
Susan Elliott
Principal
IMPORTANT DATES
4월 20일-5월 8일
금요일, 5월 12일
수요일, 5월 17일
목요일, 6월 1일
금요일, 6월 2일

목요일, 6월 6일
목요일, 6월 8일
금요일, 6월 16일

Mrs. McGurk에게 프롬 티켓 신청 (조기신청 할인 4월20일- 4월28일)
Notification to Main Office of desire to speak at Graduation 졸업식 연설 발표자 신청
Auditions for Speakers – 2:45 p.m. 306호 (Choral Room)발표자 심사
Senior Event – 7:00 p.m. West Gym 졸업 행사
In School Graduation Rehearsal 11:30 a.m. 학교에서 실시되는 졸업식 예행 연습
Distribution of caps & gowns and yearbooks ($125) 졸업식 모자/가운 배포
졸업식 brunch식사- 예행 연습 직후
Senior Awards Night – 7:30 p.m. Auditorium 졸업생의 밤
The Crescent Beach Club in Bayville에서 졸업 프롬(7:30분-11:30분)
Graduation Ticket Distribution begins 졸업식 티켓 배포 시작
(All obligations must be cleared in order to get tickets.)

수요일, 6월 21일

Graduation Rehearsal -- 8:15 a.m. at C. W. Post – bus 7:45 a.m.
오전 8시15분 C.W. Post 에서 졸업식 예행 연습-버스 오전 7시45분 출발

목요일, 6월 22일

Students Arrive Tillis Center – 9:00 AM 졸업생 식장 도착.
Commencement – 10:00 AM. 졸업식 (통역이 제공됩니다).

목요일 5월 16일 예산 투표-투표권을 행사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