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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초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저희 온라인 정보 설명회들 중 하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실시되는 다음 행사는 1월 20 일 유치원 지원이 마감되기 전 마지막 설명회가 될 

것입니다.  

  

2018 년, 2019 년, 2020 년 출생 아동 가정 대상 온라인 행사입니다.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온라인 학교 안내서 및 지원 시스템인 MySchools 사용법, 그리고 지원서 

제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후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참가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행사 입장 시 패스코드 (아래 제공)가 필요합니다.  

  

행사 참여 방법  

각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됩니다.  

• 시작 시간에 여기를 클릭하여 Zoom 행사에 입장하십시오.  

• 웨비나 ID: 919 6957 2985 | 패스코드: 123456  

• 또는 전화 참여: +1 646 558 8656 | 전화 컨퍼런스 ID: 91969572985# 

  

앞으로 예정된 행사 세부내용 및 언어 지원  

  

• 1 월 12 일, 6pm - 7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o 통역 언어: 아랍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837 070 681# 

o 통역 언어: 아이티 크레올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651 

511 991# 

o 통역 언어: 러시아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227 082 

396# 

• 1 월 26 일, 6pm - 7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o 통역 언어: 중국어 (북경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344 

140 444# 

o 통역 언어: 프랑스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314 604 

046# 

https://www.myschools.nyc/ko/
http://bit.ly/ESEvents20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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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역 언어: 우르두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320 204 

132# 

• 1 월 2 일, 2pm - 3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o  아랍어 통역, 전화번호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891 643 215# 

o 통역 언어: 아이티 크레올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480 

543 79# 

o 통역 언어: 러시아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384 923 

238# 

• 2 월 15 일, 6pm - 7pm | 행사 진행 언어 영어.  

o 통역 언어ㅣ 아랍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962 308 

738# 

o 통역 언어: 한국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657 287 270# 

o 통역 언어: 스페인어 전화 +1 347-966-4114 | 전화 컨퍼런스 ID: 634 876 

446# 

  

 당일 참석할 수 없거나 행사를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1 월에 자막을 첨부한 녹화본이 schools.nyc.gov/ESEvents 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입학전형 소식 이메일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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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일부 또는 전체 이메일 목록에서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취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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