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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행사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8 학년 

자녀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그리고 관심이 있는 처음 9 학년 학생)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행사에서 고등학교 선별 정보, 균형 잡힌 지원서 작성 요령, LaGuardia High 

School 를 포함한 예술 프로그램 오디션 참여 방법 등 지원서 제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발표 후 행사 중 접수된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각 설명회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설명회 별 다른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3 월 1 일, 6pm - 7pm | 영어로만 진행되는 행사  

• 3 월 4 일, 1pm - 2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통역 제공 언어: 벵골어, 한국어, 

우르두어  

• 3 월 7 일, 6pm - 7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통역 제공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 3 월 8 일, 6pm to 7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통역 제공 언어: 중국어(북경어), 

아이티 크레올어, 스페인어  

 

참석 방법:  

• 각 행사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시작 시간에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Zoom 으로 참여하십시오: bit.ly/2022HSEvents   

• 중요한 사항: 행사 전 업무일 기준 이틀 전에 이메일 및 

schools.nyc.gov/High 을 확인하십시오: 이 설명회 참석을 위해 필요한 Zoom 

링크 및 패스워드를 비롯하여 제공되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석할 수 없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 웹사이트 schools.nyc.gov/High 와 schools.nyc.gov/SHS 를 참고 하십시오. 첫 

행사 2 주 후부터 저희 웹사이트에서 녹화본이 자막과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팀, 학생 등록 담당실  

https://bit.ly/2022HSEvents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high-school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high-school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specialized-high-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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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입학전형 소식 이메일을 직접 

받으시려면 schools.nyc.gov/SignUp 에서 이메일 수신 신청을 하십시오.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https://schools.nyc.gov/SignUp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NEUyTElKVVRSNlBOUTNIWUFMQzcyREI4Ry4u&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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