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iam A. Shine
Great Neck South High School
341 Lakeville Road
Great Neck, New York 11020
(www.greatneck.k12.ny.us)
---------(516) 441-4800
Dr.Christopher Gitz
Principal

(cgitz@greatneck.k12.ny.us)

2017 년 7 월
친애하는 부모님/보호자님께,
사우스 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댁의 가족이 훌륭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는 새 학기에
댁의 가정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편지는 학기가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가까운 곳에 두시고 학기 첫 주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강하게 권유 드립니다. 이 글의 내용을 읽으시고 그
내용을 자녀들과 상의해 주십시오. 또한, 반드시 자녀들이 학기 내내 학교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규칙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해 주십시오. 학교의 통신문은 거의 모두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이메일을 학교와/또는 대학에 관련된 일로 쓰길 권고합니다. (9 학년들은 9 월 중 학교와 통할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사인하게 됩니다.)
개학일 – 8 월 31 일 목요일
모든 학생들은 8 월 31 일 목요일 첫 교시에 오전 7 시 59 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첫 날에는 “A”

시간표를 따르게 됩니다. (첫 수업은 7 시 59 분에, 둘째 수업은 8 시 43 분에, 셋째 수업은 9 시 30 분에
시작되며, 전체 일정을 보려면 웹 사이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개학 주간 동안에, 교장 선생님께서 9 학년 수업들에 참관하시어 학교 생활의 절차와 기대들, 학생 지침,
학생들의 고등학교 적응 등에 관한 소그룹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 입니다. (학생 핸드북과 사우스 하이
캘린더는 모두 퀵 링크 (Quick Links) 아래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 윤리 강령과 과외 활동의
중요성에 관해 또한 얘기 하게 될 것입니다. 9 월 8 일 금요일 오후 1 시 54 분엔 학생들이 방과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 수 있도록 학교의 클럽과 활동에 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학교 웹사이트의 “Clubs
and Activities”링크를 통해 (방과 후 제공) 자녀의 관심분야에 해당하는 가능성 있는 클럽과 활동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활동들은 고등학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시간표
9 학년의 시간표가 동봉 되어 있고 (사물함 정보 포함) 포탈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의 시간표 역시 포탈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프로그램이 없다면, 학생 지도 교사실
Guidance Office (441-482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댁의 자녀가 선택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표 오류가 있거나 변경을 위한 예약은 Great Neck 공립학교
웹사이트(www.greatneck.k12.ny.us)의 Student/Parent Portal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을 요구하는
방법이 아래에 제공 되었습니다. 예약 시간은 15 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시간 보다 10 분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아래 열거된 날짜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잘 실행되기 위해서 예약된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시간표 변경은 8 월 23 일 수요일부터 8 월 28 일 월요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학교
첫 날 일정 변경은 없습니다. 지정된 예약 날짜와 시간에 오시길 권장 하지만, 혹 여행 중이셔서 오실 수
없다면 어디에 계시던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전학 학생들은 지도 교사
상담실 (441-4820)로 전화해서 시간을 잡으십시오.
9 학년 오리엔테이션 - 8 월 30 일 수요일, 오후 12 시 30 분
뉴욕 주 영어 학습자 편성 시험(NYSITELL)과 수학반 배치 시험이 8 월 21 일 월요일 또는 8 월 24 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레잇 넥 사우스 고등학교에 오전 8 시까지 도착하여
학생지도 교사실(Guidance Office) 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방으로 가게 되고, 대략
3-4 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을 때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교의 차편을
부탁하십시오. 또한 학생들은 펜과 연필을 지참하고, 마실 물과 스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험장을
떠나기 전에, 학생들은 그레잇 넥 사우스 고등학교 시간표를 받게 될, 지도교사와의 미팅 시간과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이 예약은 8 월 29 일 화요일에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일정 변동 예약을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South High 웹사이트에서 이 과정을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8 월 2 일 수요일부터 8 월 10 일 목요일 사이에는 the Infinite Campus Parent/Student Portal 에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

the Great Neck Public Schools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Campus Parent Portal”을 클릭 하십시오.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한다면, 각각의 자녀를 위해 따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

●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번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학생 번호는 아래와 같이 당신의

일정표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또한 당신의 학생증과 성적표에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

●

“User Name”이라고 쓰여져 있는 박스에 학생 이름을 입력 하십시오. 당신의 암호는 영문
이름에서의 첫 자와 성의 첫 자(소문자로) 그리고 생년월일을 두 자리 숫자로 일, 월 그리고 년도를
함께 붙인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Jane Doe 이고 생년월일이 1/1/94 이라면, “jd010194”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입력된 암호를 변경 할 시, 위에 제시한 것을 따르십시오.

●

로그인을 한 후엔, inbox 에 “Request Schedule Change Appointment” link 를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이 링크에 클릭하면, 설문지가 나옵니다. “reason for the schedule change”를 선택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next page”를 클릭 하십시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Complete Survey”를 클릭 하십시오.

●

8 월 16 일경부터 당신의 학년에 해당하는 예약 스케줄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당신이 만나게 될 상담
지도 교사의 이름을 The South High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약들은 학생 번호순으로 나열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보이지 않을 것 입니다.
특수 교육부장인 Mr. James Morrow 께서는 8 월 23 일 수요일부터 8 월 28 일 월요일 사이, 오후 12 시
30 분부터 3 시 15 분 중에 9 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필요에 따른 그 이외의 학년 학생들의 일정표에 관해
상담해 주실 것 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6 개의 학점과 더불어 체육을 매 학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학생이 학교
일정 내에 휴식 시간과 재충전하는 시간이 포함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점심 시간을 각
학기 일정에 포함시키길 권장 합니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팀
우리는 운동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운동부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6 월에
학교 의사 선생님께 검사를 받지 않은 운동부 학생들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사에게 검사를 받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요구된 정보를 기재하시고, 서명과 날짜 기입
그리고 사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 A 와 B 를 학교 간호사, Ms. Cutrone 에게 8 월 8 일까지
제출 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나 문의 사항은 South High Athletics (운동부) 과 Nurses’s (양호선생님)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7 년 8 월 16 일, 수요일 - 오전 9 시 - 동부 체육관 풋볼 선수 및 치어 리더
2017 년 8 월 23 일, 수요일 - 오전 9 시 - 동부 체육관 기타 모든 스포츠
2017 년 9 월 5 일 화요일 - 남자 배드민턴 예선 심사
학생들의 스케줄 표는 운동 측정 받은 첫날 받아야 합니다.
학생 신분증 사진: 9-11 학년

9 학년부터 11 학년들은 9 월 14 일 목요일과 9 월 15 일 금요일의 영어 수업 시간 중, 학생증 발급과
P.T.S.A.을 위한 사진 촬영을 위해 연락이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편지는 별도로 발송 될 것입니다. 사진
재촬영은 10 월 27 일 금요일입니다.
졸업생 졸업 앨범사진
부디 이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넉넉한 준비기간과 수업 누락 걱정을 피하기 위하여 올 해는 학기
시작 전에 졸업 앨범 사진 촬영을 합니다. 8 월 25 일 금요일부터 8 월 30 일 수요일 사이에 찍게 됩니다.
사진 재촬영은 10 월 2 일 과 3 일 그리고 4 일 입니다. 모든 졸업생들 Prestige Portraits 사진관에서 발송된
예약 카드를 사진을 찍게 되는 날 2 주전에 받게 됩니다. 카드에 적힌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사진 촬영은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엔 예약 없이 가도 촬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 단체 사진은 9 월 6 일 수요일 오전 9:30 분에 촬영합니다.

2018 Vista Yearbook 의

가격은 125 달러에 세금을 더한 가격입니다. 신용 카드로 Jostens 에 온라인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South
High School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Yearbook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1 월 30 일 까지 온라인 페이 시 $7 의
추가 비용으로 학생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앨범 커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이나 현금으로도

지불하실 수 있으며, 체크로 지불하실 경우 Vista 로 쓰시고 지불하시거나, 현금의 경우 도서관의 Ms.
McClellan 에게 가져다 지불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문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부모님의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부모와 선생님들과의 상담/대화는 학생의
성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Main Office (441-4800)에 전화 하셔서 선생님과의
면담/연락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각 수업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또한 부서에 관련된 문의 사항에나 특정
선생님과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연락하고자 하는 교직원과 연결이 되지 않으시면 각 부서장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며칠이 지나도 그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 학교 메인
사무실로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겨 주십시오.
학생의 상담 선생님은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적인 또는 교육적인 사항에 답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자녀가 경험하는 부분에 관해 두 명의 교감
선생님들 또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441-4800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Mrs. Sharon

Applebaum,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 A 부터 K 담당하며, Mr. John Duggan, 교감선생님은 학생 이름
L 부터 Z 까지 담당합니다. 과외 활동과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모든 문의 사항은 Mr. Peter Gottfried (4414805)로 하시면 됩니다. 적합한 담당자와 연락은 더 빠른 답과 해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부모 포털
자녀의 성적, 건강 기록, 출석 등과 관련된 정보는 학부모 포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 포털을 통해
결석이나 조기 하교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제한된 포털을 갖기 때문에 부모의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고 비공개로 유지하십시오
학부모-선생님-학생 연합회
모든 학부모가 가족 당 25 달러의 PTSA 회비를 납부 할 것을 권장합니다. PTSA 는 학교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며 학생들의 교육 및 전반적인 고등학교 경험을 향상시키는 많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gnshs-ptsa.org 에서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또는 PayPal 계정으로 회비를 온라인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 사이트는 귀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PTSA 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목별 기대 사항 목록
과목별 기대 사항 설명서가 각 학생이 등록한 각 과목마다 그에 해당하는 기대 사항 목록을 배부할 것
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기대 사항을 꼭 검토 하셔서 학생들의 각 과목의 책임 사항이 무엇인지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노력을 지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대 사항은
오픈 하우스에서 부모님들께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
이번 학년도 오픈 하우스는 9 월 28 일 목요일 오후 7 시입니다. 그 날 오셔서 자녀분의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찍 도착하시고 주차 어려움으로 가능하시면 carpool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약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ENL 모임은 오픈 하우스 이전 오후
5 시 45 분, 210 호실에서 열립니다. 기록하여 주십시오: 9 월 6 일 오후 7 시에는 11 학년, 12 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대학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은 대학 신청 절차의 출발점으로 중요하오니
12 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1 &12 학년들의 정보 유출 제공
연방 정부의 9528 조의 낙오 아동 방지법에 따라, 군사 모집 또는 높은 고등 교육 학교에서 요구 할 때
학생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 번호를 제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법은 서면으로 된 통보 없이 개인의
정보를 방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를 위해 무한 캠퍼스 학부모
포탈에 학부모님들께서 이에 관련된 설문지에 답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학부모 포탈
사이트에 로그 하십시오. 링크를 클릭하고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레잇 넥 사우스 고등학교 웹사이트에서
교장의 메시지 링크 밑에 있는 그 형식을 다운 로드하고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성하신 후 2017 년
10 월 20 일까지 교장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12 학년 졸업생 운전과 주차
12 학년 주차 허가증은 출석이 좋고 행동이 바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차 공간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카풀을 하는 경우 우선 순위가 주워집니다. 허가를 받은 12 학년 학생만 학교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면허증을 소유한 학생들은 학교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첫 학기 주차 허가를
신청한 모든 12 학년 학생들은 9 월 6 일 수요일 오후 2 시 45 분에 강당에서 있을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11, 12 학년과 그 부모님들을 위한 연례 안전 운전 미팅이 2017 년 8 월 30 일 수요일 오전 7 시 45 분에
강당에서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12 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생의 자가 운전을 통한 학교 진입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장(The dean)의 웹 사이트를 통해 차량 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안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중요한 물건들이나 많은
현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사물함 자물쇠 비밀번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번호는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주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물함 안전을 붕괴하는 행동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사물함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그리고 자물쇠가 잠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한 검사에 의하면 많은
사물함들이 열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 사물은 사물함에 넣어 두지 않으면 항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항시 자신의 사물에 관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상기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물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에 가져와야 하는 경우엔 학생들은 사물을 메인 오피스의 금고에
맡겨 안전하게 사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악기, 돈, 운동기구, 또는 학생이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학생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수업시간 동안엔
전자 제품을 꺼야 합니다.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반입할 수 있으나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지도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코너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를 하시거나 다른 차 옆에서 학생들이 내리면 위험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7-2018 학년도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필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의 협력 또한 고대 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달력(Calendar)” 탭에서 보실 수 있는 “월별 행사
설명 (Calendar Event Explanations)”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 자녀와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길 권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Dr. Christopher Gitz
중요한 날짜들
12 학년 졸업사진

8 월 25 일 금요일- 8 월 30 일 수요일

11-12 학년 학생 및 학부모 안전 운전 미팅

8 월 30 일 수요일 (오전 7 시 45 분)

9th 학년 오리엔테이션

8 월 30 일 수요일 (오후 12 시 30 분)

개학일

8 월 31 일 목요일 (오전 7 시 59 분)

졸업생/학부모 필수

9 월 6 일 수요일 (오후 7 시)*

대학 진학 원서 절차 미팅
12 학년 운전 미팅

9 월 6 일 수요일 (오후 2 시 45 분)

클럽과 활동 박람회

9 월 8 일 금요일(오후 1 시 54 분)

학생증

9 월 14 일 목요일과 9 월 15 일 금요일

9 학년 학부모 모임

9 월 19 일 목요일 (오후 7 시)*

P.T.S.A. 모임

9 월 19 일 목요일 (오후 7 시 45 분)

오픈 하우스

9 월 28 일 목요일 (오후 7 시)

th

* 통역인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