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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ESL 
Great Neck 섬머스쿨 

2021년도 ENL 학업 보강 프로그램 

2021년 7월 6일(화) ~ 2021년 8월 6일(금) 
 

학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 
 

여름방학 동안에도 영어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ESL 수업은 South Middle School(주소: 349 Lakeville Road)에서 진행합니다. 수업 기간은 7월 

6일(화) ~ 8월 6일(금)이며  수업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30 ~ 오전 11:30입니다. 등하교 

교통편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본 수업은 유치원생 ~ 8학년에 해당하는 ENL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 학년 내에서 레벨별 

반 편성이 이뤄집니다. 
 

담당 ENL 교사와 본교는 귀 자녀에게 본 프로그램 수강을 권장합니다. 첨부된 등록 양식을 작성한 

다음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올 여름 ENL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려면 본 신청서를 작성한 후 5월 21일 금요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전화 516-441-4675로, 봄학기 중에는 이메일 

SummerEnrichment@greatneck.k12.ny.u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댁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Maria Giannopoulos  

교장 
 
 
 
 

mailto:SummerEnrichment@greatneck.k12.ny.us


ENL 유치원~5학년 

                            학업 중재·보강 프로그램 

                            2021년 7월 6일(월) ~ 2021년 8월 6일(목)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  Zip ______ 
 

집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부모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     ) 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 
 

ENL:  오전 8:30 ~ 오전 11:30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오는 2021년 9월, ________________ 학교 _____학년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나는 Great Neck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겠습니다. 예____ 아니요____ 

‘예’라고 답한 경우, 레크리에이션 장소 기재: (파크빌 또는 JFK) ____________ 

프로그램 장소와 자택 간 이동 시 스쿨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South Middle School 

통학을 담당해야 함). 

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나는 자녀에게 섬머스쿨 프로그램의 ENL 수업 수강을 허락하며, 전체 기간 동안 꾸준히 출석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허락자: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ENL 6 ~ 8학년 

            학업 중재·보강 프로그램 

       2021년 7월 6일(월) ~ 2021년 8월 6일(목)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  Zip ______ 
 

집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부모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     ) 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 
 

ENL:  오전 8:30 ~ 오전 11:30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오는 2021년 9월, ________________ 학교 _____학년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나는 Great Neck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겠습니다. 예____ 아니요____ 

‘예’라고 답한 경우, 레크리에이션 장소 기재: (파크빌 또는 JFK) ____________ 

프로그램 장소와 자택 간 이동 시 스쿨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South Middle School 통학을 담당해야 함). 

 

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나는 자녀에게 섬머스쿨 프로그램의 ENL 수업 수강을 허락하며, 전체 기간 동안 꾸준히 출석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허락자: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 Great Neck, New York 11020 

 
Maria Giannopoulos                     Daniel Isaac      

교장                                                                                     교감 
                                           
 
 
                
                                           

ESL/ENL 
2021년도 고등학교 학업 중재 프로그램 

2021년 7월 1일(월) ~ 2021년 8월 12일(목) 
 

학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 
 

이번 여름방학 동안 본교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3개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별 레벨에 맞춰 ENL 교사가 알차게 진행하는 학습 코스를 귀 자녀가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ENL 초급 
 

• ENL 중급 
 

• ENL 고급  
   

담당 ENL 교사와 본교는 귀 자녀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본 프로그램 수강을 권장합니다. 수업은 

7월 1일(목) ~ 8월 12일(목) 기간 동안 North Middle School에서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15 ~ 오전 11:30입니다. 등하교 교통편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올 여름 ENL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려면 본 신청서를 작성한 후 5월 21일 금요일까지 

여기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으로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모쪼록 댁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Maria Giannopoulos, 

교장 
 
 
 
 
 
 



신청서: 고등학교 ENL 
2021년 7월 1일(월) ~ 2021년 8월 12일(목) 

SummerEnrichment@greatneck.k12.ny.us 
www.greatneck.k12.ny.us/summer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  Zip ______ 
 

집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부모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 휴대폰 (     ) 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상 시 연락처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  학생과의 관계 ________ 
 

담임 교사나 학업지도 카운셀러로부터 ESL/ENL 수강을 권장받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수강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코스를 1개 선택하세요. 
 

 

________   ENL 초급 
 

________   ENL 중급 
 

________   ENL 고급 
 
나는 자녀에게 고등학교 섬머스쿨 프로그램의 상기 수업 수강을 허락하며, 전체 기간 동안 꾸준히 출석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 School입니다. 
 

오는 2021년 9월, ________________ School _____학년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AT NECK SUMMER SCHOOL 
349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모든 수업은  

오전 8:15 ~ 오전 11:30에 진행함 
 

2021년 7월 01일 

기간 

2021년 8월 12일 

http://www.greatneck.k12.ny.us/sum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