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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17 
 
Dear Parents /Guardians: 
 
In preparation for the 2017-18 school year, we are requesting the mobile phone 
numbers of our high school students so that we can contact them directly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This initiative is endorsed by the District Safety Committee, and is a 
best practice for safety and security. 
 
Your child will provide his/her number through a survey in Infinite Campus, our student 
management system, in keeping with the school district’s “Going Green Initiative.”  
 
The phone numbers they share with us will be used only by the Great Neck Public 
Schools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about school-related matters.  The numbers will 
not be shared with any other organization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 
 
If you do not want your child to receive emergency communications on their mobile 

phone number, you must complete and return this tear off form to the Main Office of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by Friday, September 8, 2017.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o not want my child to receive emergency  
    (Parent   Name -- Please Print Clearly)    notification on his/her cell phone 
 
 
Student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 Student ID#: ________________ 
                   (Print Clearly) 
 
Please make sur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s complete and clearly written so 
we can meet your request.  Thank you. 
 
 
 
 



7 월, 2017 

 

부모/보호자 에게: 

 

2017-18 학년도 대 한 준비, 우리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 

등 학생의 휴대 전화 번호를 요청는 우리.  이 사업 지구 안전 위원회에 의해 승인 하 고 

안전 및 보안에 대 한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인피니트 캠퍼스" 교육 구 유지 우리의 학생 관리 시스템,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번호를 제공할 것 이다 "Going Green 이니셔티브."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공유 하는 전화 번호는 학교 관련 문제에 대 한 학생 들과 의사 

소통을 공립 학교에 의해서만 사용 됩니다.  전화 번호 다른 단체와 공유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에 긴급 통신을 수신 하지 않으려면 완료 하 고 

2017 년 9 월 8 일까지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주요 사무실에이 반환 해야 합니다.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신의 휴대 전화에 긴급 통지를 받을 내 아이가       

    (부모 이름--명확하게 인쇄 하십시오)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ID#:________________________ 

                              (명확하게 인쇄) 

 
 
 

제공 하는 정보는 완료 하 고 명확 하 게 작성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의 요청을 만날 

수 있는 다는 것을 확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