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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0 월 4 일
8 학년 졸업생들의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들께:
축하합니다! 자녀분이 성공적으로 Curie Middle School 의 8 학년 진학하였습니다. 학년도 이맘때쯤에
저희는 여러분께 졸업생 납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식은 65-30 Kissena
Blvd., Flushing, NY 11367 에 위치한 Queens College Kupferberg Center 에서 열립니다. 졸업식
날짜가 확정되는 즉시 저희가 가족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늦봄까지 정확한
날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졸업식 비용으로 각 가정에서는 졸업하는 자녀 1 명 당 95 달러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졸업식 비용
내역:
1. 졸업앨범
2. 졸업 캡, 가운 및 태슬
3. 졸업장 및 졸업장 케이스
4. 졸업 기념 티셔츠
5. 졸업 기념 끈으로 묶는 배낭
6. 졸업 기념 열쇠 고리
7. 졸업 리본
8. 시상
9. 티켓 및 프로그램 인쇄(가족 당 4 개의 티켓)
10. 졸업 비용 및 Queens College 보험
"MS 158 School Fund"를 수취인으로 $95 을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수표 또는 머니오더에 자녀의 이름 및 학급을 명시하십시오. 2018 년 10 월 31 일까지
322 호실 Ms. Lemos 또는 208 호실 Ms. Weibman 께 졸업 비용을 보내주십시오. 마감일 이후에는 개인
수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2018 년 11 월 15 일 이후에는 비용 납부를 하실 때 머니오더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비용을 환불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Melissa Corbett
8 학년 교감

졸업앨범, 졸업장 및 상장 이름
귀하의 아들 또는 따님의 이름이 올 해 졸업식에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절단선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귀하가 서명하실 후 322 호실의 Ms. Lemos 씨께 제출해 주십시오.

2018-2019 년 졸업앨범, 졸업장 및 상장 이름
2018 년 10 월 31 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양식을 2018 년 10 월 31 일까지 322 호실 Ms. Lemos 또는 208 호실 Ms. Weibman 께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 ATS 시스템의 학생 이름이 졸업에 동일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학생 성명(인쇄체)

학급

졸업앨범, 졸업장 또는 상에 이름이 다르게 명시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 줄에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아래 적은 이름이 제가 졸업할 때 사용되길 원하는 이름입니다:

졸업앨범(인쇄체)
졸업장(인쇄체)
상장(인쇄체)
상기 제공된 졸업 비용, 졸업앨범, 졸업장, 상장에 대한 정보를 읽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서명
T&I-28629 Senior dues (Korean)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