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34904 2022 3K PreK K Winter Events email (Korean) 

초등학교 입학전형 온라인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가족 여러분께, 

 

2018 년, 2019 년, 2020 년 출생 아동이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을 3-K, pre-K, 유치원 및 영재(Gifted & 

Talented) 프로그램 입학전형 온라인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이후 질의 응답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에서 저희는 각 초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MySchools.nyc 의 

온라인 학교 안내서를 이용하여 학교, 프로그램 및 우선 순위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 각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행사는 동일 내용을 다루지만, 각 행사 별로 각기 다른 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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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명회에 참가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MySchools 행사 캘린더를 

사용하여 행사를 검토하고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o 2022 년 12 월 8 일, 2pm - 3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중국어(북경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o 2022 년 12 월 13 일, 2pm - 3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벵골어, 한국어, 

스페인어 

o 2023 년 1 월 12 일, 6pm - 7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아랍어, 아이티 크레올어, 

러시아어 

o 2023 년 1 월 26 일, 6pm - 7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중국어(북경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o 2023 년 2 월 1 일, 2pm - 3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아랍어, 아이티 크레올어, 

러시아어 

o 2023 년 2 월 15 일, 6pm - 7pm | 영어로 진행. 통역 제공 언어: 벵골어, 한국어, 스페인어 

 

참여 방법: 

 

• 각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다음 링크를 이용하여 행사 시작 시간에 

줌(Zoom)으로 참여하십시오: https://bit.ly/ESEvents2022-2023 

• 중요 사항: 이메일을 확인하시거나 첫 번째 행사 전날 schools.nyc.gov/ESEvents 를 방문하여 

패스워드 및 기타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통역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참석할 수 없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십니까? 

 

• 저희 행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1 월 중 프레젠테이션 녹화본을 게시할 것입니다. 

https://www.myschools.nyc/ko/calendar/
https://bit.ly/ESEvents2022-2023
https://schools.nyc.gov/ESEvents
https://schools.nyc.gov/ES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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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Schools.nyc 계정을 생성하여 자녀의 프로그램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행운을 기원합니다. 

학생 입학 담당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받으셨습니까? 3-K, pre-K, 및/또는 유치원 입학전형 관련 이메일을 

받으시려면 schools.nyc.gov/SignUp 에서 이메일 수신 신청을 하십시오. 초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이메일 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myschools.nyc/ko
https://schools.nyc.gov/SignUp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UGBRq8StYfLvWA64IEuBSGdNPIBD_BEaL01-BlQ83Cd5g/viewform&data=04|01|DLuczak@schools.nyc.gov|581d405554e34be09bf708d89c6e8559|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431345786069409|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1000&sdata=z/1VG3fn1ig8bIqwT88yfkCe2CCqrvj2sBh54JSzQHw=&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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