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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친애하는 8학년 학부모 여러분:

2023년 5월 10일 (수요일)에 8학년 전 학생을 뮤지컬 ‘해밀턴’ 보기 위해 맨해튼 Richard Rogers 극장 (226
West 46th Street)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Dave & Buster’s (234 West 42nd Street)에서 점심 먹으로
가겠습니다.

공연이 오후 2시에 시작 하기 때문에 우리가 Dave & Buster’s에서 점심을 먹기 계획 되있습니다. 우리는
코치 버스를 이용하여 약 오전 9시 45분에 사우스 중학교에서 출발하여 맨하탄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약 오후 6시경에사우스 고등학교에도착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그 시간에맞춰
학생들을 픽업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도착할 시간 즈음에 버스에서 부모님께 더 정확한 픽업 시간을
알리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비용은학생당 305불이며, ‘해밀턴’ 쇼의 관람료, 점심 식사비, 코치 버스 이용료, 그리고
식당의 사용할수 있는 게임들 이용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심 뷔페는 치킨 핑거, 슬라이더, 피자
바이트, 샐러드, 맥앤치즈, 감자 튀김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파운틴 소다와 쿠키를 무한 리필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전표와 ‘Great Neck Public Schools’에 대한 수표는 3 월 31일 금요일까지마감됩니다. 메모 라인에
자녀의 이름을 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허가증과 체크를 봉투에 넣어 봉하신 후에 학생의 담임
선생님(homeroom teacher)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학생이 여행에 불참하더라도 지불된
체크는 돌려 드릴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족을위한 여행 비용을 훼손하기 위해 추가 돈을
기부하고자하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가능합니다. 완전한 또는 부분적 장학금이
필요한 부모에게는 자녀의 카운슬러, Ms. Schulman 또는 Ms. Hill (516-441-4620) 에게 문의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516-441-4600으로 전화하거나 rnadherny@greatneck.k12.ny.us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좋은 경험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Ryan Nadherny
교감

RN/js
encl.

http://www.greatneck.k12.ny.us/SMS


GREAT NECK PUBLIC SCHOOLS 4531-E8/1
Great Neck, New York

PARENT APPROVAL FOR EDUCATIONAL FIELD TRIP—SECONDARY

중학교 - 현장 학습 여행 허락서

이 첫 페이지는 정보로 보관하시고 다음의 페이지는 사인 하신 후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학년/목적지: 8 학년여행지는 Dave and Buster’s (234 W. 42 St., NY, NY)과  The

Richard Rogers Theatre (226 W. 46th St., NY, NY) 으로

날짜: 2023년 5월 10일

교통 수단: 코치 버스 (Coach Bus)

학교에서 떠나는 시간: 오전 9시45분

학교로 돌아오는 대략의 시간: 약 오후 6시 사우스 고등학교로

비용/별도비: $305 (the Great Neck Public Schools로 체크를 써주십시오)

이 허가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ll field trips are governed by Board of Education policy:
4531, Field Trips

5300, Code of Conduct

https://www.greatneck.k12.ny.us/cms/lib/NY02208059/Centricity/domain/28/policies/4531FieldTrips.pdf
https://www.greatneck.k12.ny.us/cms/lib/NY02208059/Centricity/domain/28/policies/5300CompleteCodeofCondu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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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중학교

SOUTH MIDDLE SCHOOL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년/주체: 8학년

나는,부모/법적보호자로써 (성함) __ 뮤지컬 ‘해밀턴’

(‘Hamilton’)관람 교육 현장 학습 참여를 위한 2023년 5월 10일, Dave and Buster’s (234 W. 42 St.,

NY, NY) 과 The Richard Rogers Theatre (226 W. 46th St., NY, NY)으로의 여행을 허락합니다.

나는 그/그녀의 비상 사태 시 의료 응급 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생의 건강상 주의 사항  :

X
학부모/법적 보호자 사인 날짜

비상시 연락 전화 번호(들)

1. 나는 이 현장 학습에 참여하는 동안 나의 예의 범절이

예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 행동은 내
학교 내 수업 / 활동에 반영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이 여행 및 / 또는 앞으로의 학교 여행을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나는 알코올 음료, 담배, 불법 약물 또는 기타 다른

규제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이 여행으로 인해 빠진 수업과제와 시험을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나는 박물관, 극장, 호텔 객실,레스토랑,버스,기차등
공공 및 사유 재산에 관한 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룻밤이나 하루 전의 여행일 경우,사전및
사후 투숙 호텔 방 검사가 실시됩니다.모든손상발생
시 거주한 이의 책임이 됩니다.)

5. 나는 학교에서 승인한 교통만을 이용합니다.
6. 나는 여행 중 학교에서 정해준 그룹(들) 안에서만
머물겠습니다.

7. 나는 대회 / 경기 / 이벤트의 일반적인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 누구와함께어디에가고,
돌아 올 때도 감독관 / 보호자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야만 합니다.

8. 이 여행에 알맞은 옷을 착용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부모님의 사인을 아래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X X
학생의 사인                                  날짜 학부모님 사인                               날짜

All field trips are governed by Board of Education policy:
4531, Field Trips

5300, Code of Conduct

https://www.greatneck.k12.ny.us/cms/lib/NY02208059/Centricity/domain/28/policies/4531FieldTrips.pdf
https://www.greatneck.k12.ny.us/cms/lib/NY02208059/Centricity/domain/28/policies/5300CompleteCodeofConduc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