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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ENL 
Great Neck Summer School 

2018 High School Academic Intervention Program 
Thursday, July 5, 2018 to Wednesday, August 15, 2018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저희는 올 여름, 고등학교 ENL 학생들을 위한 3 가지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기로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 중 하나를 개인의 

수준에 따라 선택해서  ENL 교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이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ENL Beginner(초급) 

 

 ENL Intermediate(중급) 

 

 ENL Advanced (고급) 

저희는 자녀의 ENL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수업은 South Middle School 에서 

진행되며 7 월 5 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8 월 15 일 수요일에 끝납니다. 수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15 분부터 오전 11 시 30 분까지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시된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친애하는, 

 
 
Matt Blackston  

교장 



등록서: HIGH SCHOOL ENL 

Thursday, July 5, 2018 – Wednesday, August 15, 2018 
SummerEnrichment@greatneck.k12.ny.us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 Zip _______ 

집전화: (    )_________________               부모님 성함 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__ 핸드폰 (     ) 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인: 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전화: _____________ 

 

ESL / ENL / Academic interrvention 프로그램이 권장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하나의 코스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모든 코스들은 2018 년 7 월 5 일 목요일부터 2018 년 8 월 15 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________   ENL Beginner 초급 

________   ENL Intermediate 중급  

________   ENL Advanced 고급 

 

저는 저의 자녀가 여름 학교 프로그램에 속한 ENL 클라스를 참여시 시작부터 끝까지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함을 알고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님/ 보호자 서명 

나는 지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나는 2018 년도 9 월에 ______________________ 학년으로 올라 갑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등록서를 아래로 메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더 자세한 정보와 버스 서비스에 관해서는 아래 웹싸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