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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ENL 
 

Great Neck 썸머스쿨 

2017 년 고등학교 아카데믹 인터벤션 프로그램 

수요일 2017 년 7 월 5 일- 화요일 2017 년 8 월 15 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올 여름, 우리는 고등학교 영어 학습 학생들(High School English Language Learners)을위한 두 가지 

과정을 제공 할 것입니다.  자녀가 다음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ESL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있는 

훌륭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ESL 중급 / 고급 9/10: 이 과정은 9 학년 및 10 학년에 입학하는 ENL 2 및 ENL 3 (TESL)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ESL 학생을 위한 English Regents 준비 11/12: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뉴욕 주 영어 리전트 프로그램을 

준비시키고 11 학년 및 12 학년 학생들에게만 개방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SAT 에 필요한 어휘(단어)력을 

공부할 것입니다.  (리전트 시험은 8 월 16 일과 17 일에 실시됩니다. 이전에 시험에 응시 한 ESL 학생들은 

8 월에 재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ESL 교사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수업은 사우스 중학교에서 열리 며 7 월 5 일 수요일에 시작하여 8 월 15 일 화요일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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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독립 기념일에 7 월 4 일 화요일에 휴교입니다.  버스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첨부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지정된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Sincerely, 
 
 
Matt Blackstone  
Principal 



신청서: HIGH SCHOOL ENL 

수요일 2017 년 7 월 5 일- 화요일 2017 년 8 월 15 일  

SummerEnrichment@greatneck.k12.ny.us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학생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 Zip _______ 

 

자택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연락처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사 또는지도 카운슬러가 ESL 학업 중재를 추천한 학생의 학비는 없습니다. 

 

하나의 코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수업은 오전 8 : 15-11 : 30 까지입니다.  기간은 수요일, 7 월 5 일, 2017 - 화요일, 8 월 15 일, 2017 입니다 

________   중급 / 고급 학생들을위한 ENL (9 학년 및 10 학년 진학생) -읽기, 쓰기, 어휘 및 말하기 능력. 

 

_______     ENL 영어 리전트 / SAT 준비 과정 : 11 학년 및 12 학년 진학을하는 중급 및 상급생: 

o 영어 리전트 준비 : 정보 청취 및 읽기(Listening and Reading for Information)  

o 비평적 시각과 제어적 사고 (Critical Lens and Controlling Ideas) 

o SAT 단어 (SAT Vocabulary Building) 

 

본인은 자녀가 고등학교 여름 학교 프로그램의 상기 과정에 참석할 것을 승인하며, 전체 프로그램을 위해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 보호자 서명 

현재 다니는 학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 년 9 월기준 ________학년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에 다닙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 ROOM 308 

GREAT NECK, NY 11020  

정보와 버스 스케줄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http://greatnecksummerschool.weeb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