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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2022 년 가을 입학전형을 위한 영재(G&T) 지원이 2022 년 5 월 31 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는 

가을에 유치원 또는 1, 2, 3 학년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번 봄 영재 입학전형 

절차에 관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 온라인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G&T) 프로그램 종류, 수혜자격 및 지원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후에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을 것입니다.  

 각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으로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설명회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다루어 지지만, 각기 다른 설명회에는 각기 다른 언어

통역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링크와 정보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선호하는 언어

세션에 참가해 주십시오.

5 월 24 일 화요일 1pm - 2pm | 영어로 행사 진행 |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통역 제공 

 상기 안내된 시간에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GandTEvents

 행사 중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면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o 아랍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808 457 507#

o 프랑스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215 714 194#

o 러시아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482 157 952#

5 월 26 일 목요일 5:30pm - 6: 30pm | 영어로 행사 진행 | 벵골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 제공 

• 상기 안내된 시간에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GandTEvents

• 행사 중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면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o 벵골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292 256 674#

o 중국어(북경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655 791 721#

o 스페인어: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295 746 520# 

6 월 1 일 수요일 1pm - 2pm | 영어로 행사 진행 |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우루두어 통역 제공 

 상기 안내된 시간에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022GandTEvents

 행사 중 다음 번호로 전화하시면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o 아이티 크레올어 전화: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215 965 77#

o 한국어 전화: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391 436 088#

https://bit.ly/2022GandTEvents
https://bit.ly/2022GandTEvents
https://bit.ly/2022GandT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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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르두어 전화: +1 347-966-4114 전화 컨퍼런스 ID: 635 096 508# 

 

실시간 온라인 행사에 참석하실 수 없거나 더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방문: schools.nyc.gov/G&T. 첫 행사 2 주 후부터 저희 웹사이트에서 녹화본이 자막과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718-935-2009 또는 

 이메일 ESEnrollment@schools.nyc.gov   

행운을 기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영재(G&T) 입학전형 이메일 수신 

신청: schools.nyc.gov/SignUp.  구독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gifted-talented
mailto:ESEnrollment@schools.nyc.gov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MUtRTktMQU8yUFpSUEMzT1ZaME1SWDVFQy4u&lang=ko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NEUyTElKVVRSNlBOUTNIWUFMQzcyREI4Ry4u&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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