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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학생 및 가족 여러분께,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원격 

학습을 함께 경험하며 헤쳐나갈 때 여러분의 동반자 관계, 지원 및 적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는 학생들의 중학교 마지막 한 해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흥분을 갖고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8학년 학생들이 학년 말 시상식 행사와 가장 특히 8학년 졸업식 

행사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과 학교 행정관들은 이 이정표적 

행사가 귀하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으며 이 행사들이 계획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실망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들의 헌신적인 행정관, 교사 및 교원들은 여러분 자녀의 중학교 졸업식을 특별한 기념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례가 없는 시기의 세이퍼 앳 

홈 명령도 우리 모든 학생들의 중학교에서의 성취 치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올 해 모든 중학교 졸업식은 온라인 상에서 열릴 것입니다. 학생, 교장 및 교육구 리더들의 연설은 

사전에 녹화될 것이며 각각의 학생들은 개별 발표를 짧게 준비할 것이며 이것은 온라인 졸업식에  

포함될 것입니다. 졸업장을 포함하여 각각의 학생이 받는 훌륭한 모든 상장과 표창장은 우편으로 

가정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서류들이 올바른 주소로 전달되기 위해 현재의 주소를 학교 

사무실 파일에 갖고 있도록 확실히 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달력에 표시하십시요! 모든 중학교 온라인 졸업식 비디오 게시 시간: 

 2020 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 시  

 

이번 학사년 내내 보여주신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여 좋았으며 여러분과 8학년 자녀가 고등학교 여정 진입과 계속적인 교육 경력에서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함께 6 월 10 일 원격 졸업식을 기념하길 

기대하며 일단 세이퍼 앳 홈 명령이 해제되면 여러분이 우리를 직접 다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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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yle Bruich, 루즈벨트 중학교   Dr. Scott Anderle, 로즈몬트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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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Jennifer DeLadurantey, 톨 중학교  Dr. Narek Kassabian, 윌슨 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