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ad Run High School 재학생 앨범 촬영 정보 

앨범 촬영 절차: 9 학년, 10 학년, 그리고 11 학년 재학생 대상 

• 학생 앨범 촬영 시간과 날짜는 학생의 성 (last name) 에 따라서 입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Ms. Dyer at Sarah.Dyer@lcps.org 로 연락주시거나  Mr. Barbour at Darnell.Barbour@lcps.org 께 

알려주세요. 

• 학생은 촬영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주차는 경기장 주차장에 할 수 있고 학생들은 B-4 게이트로 들어와야 합니다. 스태프가 학생을 강당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학생은 촬영후 A-8 출구로 나가서 경지장 주차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 학생은 건강 검사를 해야하며, 체온 검사와 함께 건물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 학생들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빌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켜야합니다. 

• 앨범 촬영은 강당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학생들의 출입은 안내가 됩니다. 

 

Lifetouch 가 드리는 앨범 촬영 알림 사항 

         Lifetouch 촬영팀은 방문하는 학교의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화된 

살균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앨범 촬영일에 사용될 카메라 스테이션은 모두 소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website  앨범 촬영당일의 안전 수칙을 더 자세히 알수 있으니 LifeTouch 가 제공하는 안전 수칙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화된 청소 수칙을 앨범 촬영일에 보실 것입니다: 

• 모든 설치된 장비와 자재는 살균 와입과 스프레이로 일과의 시작과 끝에 소독됩니다. 

• 사진 촬영중 사용된 장비나 손이 닿은 물건들은 모두 소독을 합니다. 

• 알콜 와입으로 카메라의 뷰파인더와 다른 접촉이 잦은 부분은 소독됩니다.  

• 사진작가분들은 자주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함께 계획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앨범 촬영이 다른 해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학생 가족분들은 해마다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고 남기는 저희를 

믿어도 됩니다.  곧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LifeTouch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앨범 촬영 당일 안전 수칙과 새로운 절차에 

대한 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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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촬영 스케줄을 참고 하세요. 

 

 

9 학년 앨범 촬영 스케줄   10 학년 앨범 촬영 스케줄 

월요일– 1 (9/21/2020) 

11 학년 앨범 촬영 스케줄 

월요일– Day 1 (9/21/2020) 월요일– Day 2 (9/28/2020) 

이름 성 순서 시간 

이름 성 

순서 시간 이름 성 순서 시간 

 

AB-BAB 9:30 AM AB-ANI 1:00 PM AB-BAK 9:30 AM 

BAG-BRA 9:45 AM 

 

ANY-BES 1:15 PM BAL-BUZ 9:45 AM 

 

BRE-COF 10:00 AM BID-DAI 1:30 PM BYR-DEN 10:00 AM 

 

COL-DUN 10:15 AM DAV-FRI 1:45 PM DON-GAR 10:15 AM 

 

ESP-GUE 10:30 AM GAD-HIL 2:00 PM GRA-KAF 10:30 AM 

 

GUI-JAC 10:45 AM HIN-KO 2:15 PM KAL-LEM 10:45 AM 

 

JACO-LAT 11:00 AM KOP-MAN 2:30 PM LEV-MCD 11:00 AM 

 

LAW-MAS 11:15 AM MAR-MUR 2:45 PM MCH-NGU 11:15 AM 

 

MAT-NAI 11:30 AM NAB-QAS 3:00 PM NIC-PIT 11:30 AM 

 

NAM-PET 11:45 AM QUR-SAR 3:15 PM POL-ROS 12:00 PM 

 

PHI-ROD 12:00 PM SAS-SUN 3:30 PM RUS-SMA 12:30 PM 

 

ROJ-SIS 12:15 PM 

 

SUT-VID  

 

4:00 pm 

 

SMA-THO 12:45 PM 

 

SME-VEL 12:30 PM 

 

VIE-Z 

 

4:30 PM 

 

THOR-WRI  12:30 PM 

 

VEN-Z 12:45 PM 

 
  

YAN-ZUR 12:45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