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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Orange and Blue 

starts with an Extraordinary You” 

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님께  : 

 

저희는  미전역과  그레잇넥  지역사회의  십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건강에  

해롭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새로운  트랜드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 전자  담배와  기화기는  종종  'vaping' 또는  'dripping' 이라고  불리며  지난  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이러한  vaping 장치의  사용은 전통적인  담배를  대체했으며  니코틴을  함유 한  

향이  나는  오일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적이며  위험한  

다른  물질로  니코틴을  대체하여  사용  했었습니다 . 

 

저희는  부모님들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  시키며 , 자녀들과  

함께  vape 기기의  위험성에  관해  대화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기사는  이러한  

어려운  추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됩니다 . 

 

● 전자 담배와 vaping의 위험성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NYS Department of 

Health bulletin을 읽으시려면 아래 싸이트를 방문 하십시요. 

○ http://bit.ly/NYSDOH_ecigs-vaping 
 

● 전자 담배가 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려면 다음 싸이트를 방문 하십시오. 

○ http://bit.ly/ecigs_lunghealth 
 

● 외과 의사 보고서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의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사실을 읽으려면  아래  

싸이트를  방문  하십시요 . 

○ http://bit.ly/facts_ecigs-youth 
 

최근에 통과 한 뉴욕주 법 (S. 750 / A.611)에 따르면, 뉴욕의 모든 공립학교 및 사립 학교에서 전자 

기화기의 사용과 기화기 제품 및 장치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한 물품들을 소지하고있는 

학생들은 그레잇넥 공립학교 행동 규범에 명시된 대로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압수하고 

학교로부터 그 행동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추가 정보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Great Neck South High School의 관리자나, 

지도 카운슬러 또는 학생 지원 직원에게 연락 하십시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을  감사 드리며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들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업적 , 사회적 , 

정서적으로  최대한의  안정된  학교  생활을 이루기  위해  본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  

 

친애하는 , 

Christopher Gitz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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