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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hools.nyc
알아 보십시오.
선택 하십시오.
지원 하십시오.
MySchools( MySchools.nyc)를 방문하여 한 곳에서 중학교 옵션을 알아보시고,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지원하십시오.
중학교 지원 기간 중 MySchool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0

0
0

0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 열어 작성하기—학교 카운슬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 자녀가 다닐 자격이 있는
특정 중학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등의 맞춤화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고 선호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십시오.

자녀의 중학교 입학원서에는 최대 12개 프로그램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지망하는 프로그램을
#1로 하여 선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입니다. 반드시 “지원서 제출(Submit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MySchools 이용 관련 도움이 필요하거나 중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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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문의 718-935-2009

패밀리 웰컴 센터 방문—위치는 본 안내서의 뒷표지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표지 설명

학생: Alari Billig | 지도 교사: Carl Landegger | 학교장: Manuel Ureña

매년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Cooper Hewitt 및 Smithsonian Design Museum과 공동으로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 표지는 High School of Art and Design 재학생 Alari Billig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얼굴(The Many Faces of Us)이란 제목의 Billig의 디자인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전 응모 등의 상세 정보는 학교 미술교사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schools.nyc.gov/CoverDesign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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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 내용은 발간 당시 시점으로는 정확하나,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프로그램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MySchools ( MySchools.nyc) 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 하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은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체류 신분, 시민권 유무, 장애,
체중, 성별(성) 또는 성적 취향과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앞서 명시된 내용에 따른 보복이나 괴롭힘
(성희롱 포함)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준수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Director, 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Room 1102, Brooklyn, New York 11201.
전화 718-935-3320 / 무료 전화: 877-33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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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전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학교 시절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스스로에 관해 더욱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올 가을 귀 가정의 자녀는 중학교에 지원할 것입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각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맞춤식 지원서입니다. 최대 12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입학 안내서와 MySchools (C MySchools.nyc)를 사용하여 중학교 입학에 관해 알아 보고, 자녀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 보십시오.

전형 과정에 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중학교 전형 웹사이트 | schools.nyc.gov/Middle

최신 소식, 관련자료 및 중학교 박람회, 오픈 하우스 및 기타 행사 날짜 등을 알아 보십시오.

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 | schools.nyc.gov/Connect

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시면 전형에 관한 도움말 및 주요 일정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옵션 알아보고 지원하기
C

MySchools.nyc

MySchools는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서이자 지원서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탐색,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을 선택, 지원서 제출—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입니다.

입학원서 작성 도움 받기
학교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입학전형 과정 전반에 걸쳐 안내하고, 중학교 지원서 작성을 돕고 MySchools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 | schools.nyc.gov/WelcomeCenters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위치는 뒷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 718-935-2009

중학교 전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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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

뉴욕시 공립학교는 뉴욕시의 모든 가족과 학생들 것입니다. NYC 교육청(DOE)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공평과 우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의 학교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헌신적인 학생들과 교직원, 커뮤니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공평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YC의 모든 공립 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JJ

JJ

JJ

JJ

JJ

JJ

다중 언어 사용 학생/ELL
장애 학생

장애인 편의 시설이 필요한 학생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이민 가정 및 학생들

LGBTQ 학생 및 가족

저희는 뉴욕시 전 학군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교들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schools.nyc.gov/DiversityAdmissions.

저희는 우수하고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학교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강점 및 개선 영역 등을 파악합니다. 어떤
학교의 교육 성과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에서 검색창에 학교명을
입력하신 후 데이터 및 리포트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교의 교육수준 스냅샷, 학교 교육수준 가이드 및 기타 여러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JJ

JJ

자녀의 현재, 또는 미래의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학교장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중학교 입학 안내서 또는 MySchools (C MySchools.nyc)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OSEComms@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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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NYC의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고 환영합니다
다중언어/ELL | schools.nyc.gov/ELL
모든 뉴욕시 공립 학교에서는 다중언어 구사 학생/ 영어 학습 학생들(MLL/ELL)이 영어 능력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입이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TBE), 이원 언어(DL) 서비스 제공 모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이원언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검색창에 Dual Language 를 입력하십시오.

장애 학생 |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모든 중학교는 장애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추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교육 및 장애학생 두 그룹 모두에게
입학허가를 내 줍니다. 상세 정보는 섹션 4.2를 참고하십시오. 시험 시 조정사항은 학생의 IEP나 504 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섹션 4.4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IEP에 제 75학군 프로그램이 추천된 학생은 섹션 1.3
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학생 |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
뉴욕시 교육청(DOE)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중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부분 또는 전체 접근 가능하며, 타당한
편의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각
학교로 직접 문의 하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전체 접근가능 또는

부분 접근가능 으로 검색하십시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 schools.nyc.gov/STH
임시 거주지 기거 학생으로서 현재 DOE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NYC 외부의 임시 거주지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를 밟거나 배정을 받기 위한 서류(주소, 생년월일 증명서,
예방 접종 기록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 가족 | schools.nyc.gov/SupportingImmigrantFamilies
뉴욕시의 모든 자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밝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체류 신분에 의거하여 학교 입학이나 등록, 재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가족의 신분에 관해 묻지 않고, 이민 신분에 대해 알아도 기밀을 지켜야 합니다. 공립학교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모든 학생, 가족 및 교육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 줄 것입니다.

LGBTQ 학생 및 가족 | schools.nyc.gov/LGBT
모든 학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여전히 성정체성을 고민 중인 학생, 가족 및 직원들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관계없이 성 정체성에 따라 단일 성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성별 학교에 관심을 가진 성전환 자녀가 있다면, 학교 카운셀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LGBTQ 학생을 지지하는 클럽이 있는 중학교를 찾아보려면 GSA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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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9월

지원 체크리스트

본 안내서를 활용하여 중학교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귀 자녀가 지원 가능한 학교 및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격요건이 성립된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섹션 2.2 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만나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가을부터 시작될 자신만의 입학전형 일정을 계획해 보십시오.

10월이 되면,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는 각 가정에서 C MySchools.nyc의 지원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계정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월-11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알아보십시오—귀 자녀에게 지원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옵션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명 옆의 별표를 클릭하여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십시오.

§§지원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시작하십시오. 최대 12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섹션 4.0에서 지원서
작성법을 알아보십시오.

자녀와 중학교 박람회에 가십시오! 박람회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장소, 시간은 schools.nyc.gov/Middle 에서
보십시오.

오픈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날짜는 교육청 오픈하우스 캘린더(schools.nyc.gov/Middle)를 참고하십시오. 최신
오픈 하우스 정보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와 협의하여 지원서에 올릴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각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
전형 방식 및 기타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들이 신입생 선발에 어떤 요인을 활용하는지 알아 두십시오.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등교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9년 12월 2일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하십시오:

12월

§§온라인: C MySchools.nyc—“지원서 제출(Submit Application)”을 클릭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

§§패밀리 웰컴 센터에 제출—위치는 본 안내서 뒷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자녀가 다니기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첫 번째로 선택하는
학교를 #1, 두 번째로 선택하는 학교를 #2, 이렇게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각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지원서 상에 자기
학교가 1위인지 12위인지 알지 못합니다.

4월-5월

1월-2월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지원 안내: 모든 NYC 거주자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신청은 온라인 MySchools에서 할 수 있습니다—Mark Twain 탭을 클릭하십시오—또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선별 프로그램: 지원서에 기재한 특정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평가나 포트폴리오를 요구할 경우 완료하십시오.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지원 안내: 재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1월 초에 시험 날짜가
통보됩니다.
모든 지원자는 2020년 4월에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귀 자녀가 배정 받은 중학교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후 취해야 할 단계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배정 결과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2020년 5월까지 답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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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학 안내서와
MYSCHOOLS 사용 방법

1

중학교 입학에 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2

자녀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십시오

반대편 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올 가을 입학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본 안내서 섹션 1.0에서 중학교
입학 절차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섹션 2.2-2.5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지원 자격에 관해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그 다음엔 섹션 8.0에서 귀 자녀가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으십시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C MySchools.nyc) 에 로그인
하여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소개된 맞춤형 검색을 경험해 보십시오.
도움말 | 여러분의 학군 (제 1-32학군)을 찾으려면 schools.nyc.gov/Find-a-School로 가십시오.

3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어떤 곳이 있는지 탐구 하십시오.

섹션 8.0에서 학교 목록 및 지도를 탐색해 보고, 학군, 보로 전체 및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옵션들에 관해
알아보십시오1.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온라인 MySchools에서 각 학교 및 프로그램 페이지를 찾아 더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본 안내서 섹션 2.0-4.0 및 MySchools에서 학교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오픈하우스는
섹션 5.0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4

학생들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섹션 4.0에서 학생들이 중학교에 배정되는 방식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귀 자녀가 배정될 확률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엔 섹션 8.0 및 MySchools에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도움말 | 학생 배정 방식에 관한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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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섹션 6.0을 보십시오.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는 온라인 MySchools로 제출하거나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시거나 패밀리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718-935-2009.

1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학군이 1개(제 31학군) 뿐이기 때문에, 섹션 8.0 스태튼 아일랜드 중학교 입학전형 안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유일
학군과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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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학교 입학 과정 이해

뉴욕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DOE 공립 중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은 5학년이나 6학년 때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섹션 1.2를 참고 하십시오. 중학교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1.3-1.4에 있습니다.

1.1 누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에 지원하려면 귀 자녀는 반드시 뉴욕시 거주자로서 현재 5학년이거나, 6학년이 최종 학년인 초등학교에 6
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1
우리 학교들이 모든 NYC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 보시려면 1-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학년도 중에 뉴욕시에 전입해 와서 당장 중학교를 찾아야 하거나,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놓쳤으나 2020년 가을에
진학해야 한다면 웹사이트 schools.nyc.gov/NewStudents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1.2 중학교 입학

10월이 되면, 자녀의 개별화된 중학교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로
제출하거나, 학교 카운셀러, 또는 패밀리 웰컴센터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옵션 중에 최대 12개 프로그램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중학교 배정
결과가 담긴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정원이 남은 가장 가까운
중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섹션 2.0-5.0를 참고 하십시오.

1.3 현 75학군 학생들의 입학

뉴욕시 제 75학군(D7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증 정신지체, 정서장애, 감각장애 및/또는 다중장애 등의 중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고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환경 및
장소에서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1-32 학군 학교 내 특수학급, 전교생이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을 갖고 있는 학교, 기관,
병원, 그리고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제 75학군 프로그램을 추천 받았으나 75학군 외 중학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학생 가족은, IEP 팀과 협의하여
75학군 중학교 추천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IEP팀이 추천된 75학군 프로그램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믿는다면, 75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5월이나 6월 중에 학생에게 배정된 75학군 중학교를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말
75 학군 프로그램 상세 정보: schools.nyc.gov/D75

1 제 3학군에서 현재 4학년인 학생들은 Center School (03M243)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퀸즈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거주 중인 현 4학년 학생들은
Louis Armstrong Middle School (30Q227)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6학년 학생들은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30Q580)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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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터 스쿨

차터스쿨은 모든 뉴욕시 학생에게 개방되어 있는 무료 공립학교이지만 교육청(DOE)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대신, 차터스쿨들은 뉴욕주 승인 당국과의 수행 계약, 즉, 차터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차터 스쿨은 특정 학업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별도의 중학교 전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에 있는 중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입학 및 등록 절차를 알아 보십시오. 일부 차터 중학교에서는
파트너 차터 초등학교(들)에 다녔던 학생들만 입학시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교육청 공립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은 공립 차터 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학군 별 차터 중학교
목록은 본 안내서 뒷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 밖의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Charters를 참고하거나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2.0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알아보기

MySchools 계정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가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보고,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내서 섹션 8.0의 지원 자격 정보 및 섹션 2.2-2.5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 귀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자녀가 지원할 시기가 되면, 중학교 지원서에 최대 12개 프로그램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 자녀가
가장 관심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들은 진정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즉,
최우선 지망을 #1, 두 번째 지망을 #2, 이렇게 순서대로 써내려 가십시오. 프로그램 선택에 관한 도움말은 섹션 3.0-4.4
에서 알아 보십시오.

2.1 학교와 프로그램

중학교 지원이란, 사실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십시오. 한 학교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귀 자녀는 같은 학교의 여러 개 프로그램에 동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에 존 프로그램과 이원언어 프로그램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학교가 귀 자녀의 존스쿨
(관련 내용 섹션 2.2 참고)이고, 동시에 이원언어 프로그램에도 지원 자격이 있다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두 개의 별도 프로그램에 지원한 셈이 됩니다.

2.2 지원 자격

중학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자녀가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자격
설명에 해당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퀸즈 학생 및 거주자”라면, 퀸즈에 살거나 이곳에서 공립 초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로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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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학 안내서에서

섹션 8.0는 여러분 보로의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나와 있으며, 모든 뉴욕시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타
보로 중학교 프로그램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다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학교 목록에서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퀸즈 학생 및 거주자만 본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선별:
언어
전형
방식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Program
| A123S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Zoned Program
Program
| A123S | A123Z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입학 우선권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입학
우선권퀸즈 학생 및 거주자
2 다음은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해당학생
존에및거주하는
퀸즈
거주자
학생들에게 우선권
해당 존에
거주하는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존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Zoned
Program
| A123Z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선별: 언어
�존

이 중학교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Zoned Program
제공되는
프로그램 || A123Z
프로그램 코드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Zoned
Program
| A123Z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

�존 방식
전형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지원자격
학생들에게 우선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입학 우선권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해당 존에
거주하는
93+7 93%의�존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생들에게 우선권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C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2 다음은
MySchools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의
지원자격에
맞는
학교들만
나온
목록을
보실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지원할
(I.S.90+123)
Spanish
Dual
Language
1
제
27 학군
학생수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선별:
학생들이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언어 복도나 화장실,
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온라인

MySchools.nyc

수 있는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들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맘에 드는 프로그램은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저장하고 나중에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퀸즈 학생 및 거주자”일 경우, 퀸즈에 살거나 이곳에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MySchools 중학교 지원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로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거주하는 학생들에겐 이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거나, 옵션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관한 상세 내용은 MySchools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 보로 입학 안내서의 섹션 8.0는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유형 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군 프로그램1

보로 프로그램

JJ

JJ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JJ

2.3 학군 프로그램 | 지원자격: 해당 학군 학생 및 거주자

귀 자녀는 귀 가정의 존 미들스쿨이 있는 학군, 또는 자녀가 현재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군 내 프로그램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존과 중학교 존 학군이 다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학교 존을 기준으로
자녀의 지원자격이 결정됩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1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학군이
1개(제 31학군)
뿐이기 때문에,에서
섹션
8.0 스태튼 아일랜드 중학교 입학전형 안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유일 학군과
( 접근
MySchools.nyc)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부분 접근MySchools
가능 | a = 전체
가능
b = 섹션으로
기호
뉴욕시
전체설명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습니다.
2
MySchools (

MySchools.nyc) 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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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군 프로그램은 해당 학군 거주자 또는 여기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존에 거주하는 학생”일 경우, 지리적으로 해당 학교 주변의 특정 지역(이보다 큰 규모 의 중학교 존이 아닌)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말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총 32 학군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학군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존스쿨이 있는지
알아 보시려면 자택 주소를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입력하여 알아보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4 보로 프로그램 | 지원자격: 해당 보로 학생 및 거주자

이 프로그램들은 해당 학교가 있는 보로에 거주하거나 해당 보로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퀸즈에 거주한다면, 퀸즈에 있는 보로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2.5 뉴욕시 프로그램 |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이 프로그램들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어떤 학교에 각기 지원자격이 다른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 학교는 본 안내서의 모든 관련 섹션에 소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은 본 안내서에서 지원자격이 맞는 섹션에 한 번만 소개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학교에 학군
프로그램과 보로 프로그램이 둘 다 있는 경우, 이 학교는 학군 프로그램 및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두 차례 소개되지만, 이
학교의 학군 프로그램은 학군 프로그램 섹션에만 나오고, 이 학교의 보로 프로그램은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만 등장할
것입니다.

2.6 Mark Twain 재능 시험

Mark Twai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S 239)은 지원자가 재능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뉴욕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2개 분야 재능 시험을 치르도록 등록 하십시오. 지원 기간동안,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JJ

JJ

JJ

온라인 MySchools—Mark Twain 탭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신청

재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1월 초에 시험 날짜가 통보됩니다.

3.0 학교 및 프로그램들 알아보기

자녀의 중학교 옵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그것은 위치가 될
수도, 제공되는 언어, 스포츠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내서에서 학교들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자녀에게 맞춤화된 옵션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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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hools 도움말: MySchools
는 10개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드랍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도움말

한국어

로그인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nglish
Kreyòl Ayisyen

العربية
বাংলা
Français
Español
中文

한국어
Русский

اردو

3.1 학교 찾기
본 입학 안내서에서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섹션 8.0에서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살펴 보십시오.

JJ

학군, 보로, 시 전체 지도를 펼쳐 놓고 모든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보십시오.

JJ

각 섹션 내에서, 중학교 목록을 DBN(학군-보로 번호) 순으로 찾아 보십시오.

JJ

본 안내서의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에 관해서는 섹션 3.2-4.4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JJ

온라인: C MySchools.nyc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중학교 안내서에서 온라인으로 학교들을 찾아 보십시오. 학교 카운셀러는 5학년
학생-또는 최종 학년이 6학년인 학교의 6학년-의 학부모/보호자들이 MySchools 계정을 만들고 자녀에게 개별화된
검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단 가족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하면, 맘에 드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유용한 도움말을 얻고, 자녀의 지원서에 프로그램들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 관심사 등으로 검색
유형

지하철

규모

스포츠

검색 "검색 기준.."(Search by..) 창에
학과목, 관심 분야, 클럽 및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원하는 요소가 있는 학교를 찾습니다.

그 밖의 필터
필터 필터를 사용하여 자격 요건, 장애인
편의 시설, 규모, 원하는 지하철 노선 특정
조건으로 학교 검색을 좁힐 수 있습니다.

10

다음과 같은 학교를 찾는 방법...

특정 지하설 노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지하철

어떤 지하설 노선으로 통학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까? 검색어 지하철(Subway) 로

E

필터링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지하설 노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B
D
F

재설정

대형, 중형, 소규모 학교

적용

규모

대형 또는 소규모 학교 중 어떤 곳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검색어 규모(Size)
필터를 사용하여 학생 정원에 따라 학교를 검색하십시오.

규모
0-499
500-999
1000+

재설정

특정 스포츠를 제공하는 학교

적용

스포츠

검색어 스포츠(Sports) 필터를 사용하여 농구 나 수영같은 특정 스포츠를 제공하는
학교를 찾아 보십시오.

PSAL 스포츠- 여학생
배드민턴
농구
볼링
크로스 컨트리

재설정

부분 접근가능 및 전체 접근가능 학교

장애인 접근 옵션을 보려면 추가 필터를 선택합니다.

적용

더 많은 필터

전체 접근가능 또는

부분

접근가능 건물에서 학교를 필터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급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각 학교에 관한
상세설명 부분(있는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접근
부분 접근

재설정

교복 착용 학교

적용

더 많은 필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를 보시려면 추가 필터 를 선택하십시오. 교복 착용 학교들만
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복
교복 착용

재설정

적용

이원언어 프로그램 학교

유형 이원언어 또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스페인어 이원언어

특정 과목이나 활동이 있는 학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예를 들어 STEM, 댄스 및 유사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MySchools 도움말: 본 안내서 전반에 나오는 MySchools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

3.2 학교 정보 이해하기

자녀의 중학교 옵션에 관해서는 본 입학 안내서에 나오는 간략한 학교 소개부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각 학교들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MySchools (C MySchools.nyc) 온라인 안내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소개 및 MySchools 페이지에 나온 정보는 어떤 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자녀의 관심사와 요구에 얼마나 맞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학교 수업이나 활동들이 자녀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학교프로그램
소개 페이지나
모든
정보는 전학년도 정보이며
제공되는
| 프로그램MySchools에서
코드
전형안내하는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2020-2021
유의하십시오.
최신
(I.S.있음에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정보는선별:
학교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존

Zoned Program | A123Z

학년도에는 변경될 수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본 안내서에
나온 학교 소개 샘플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Zoned Program | A123Z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Language
과목 통과 |
(I.S.
123) Spanish
Dual
Program | A123S

�존

전형 방식

학교가 전체 접근가능인지 부분 접근가능인지 알아보십시오.
학년: 6-8 | 자세한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내용은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를
방문하십시오.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Lane,자녀의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교의 학년 및 규모와1738
같은 City
요인들이
학생들에게
우선권 어떤 영향을
학교생활에
고려해 보십시오.
지원자격
입학 줄지
우선권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1 제 27 학군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교 위치를 이용해 자녀의
해당 존에 거주하는
매일 통학을 계획해 보십시오.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존

Zoned Program | A123Z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학생들에게 우선권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어떤 학생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알아 보십시오—관련선별:
내용언어
섹션 2.2-2.5. 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입학 우선권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교 학군-보로 번호(DBN),카운셀러 참고용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학년: 6-8 | 학생 수: 237 | a
|
City
Lane
School
(I.S.
123)
99A123
1738 느낌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존

Zoned Program | A123Z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교명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언어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이것은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로
내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될 것입니다.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에서는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 프로그램들에
관해서는 섹션 2.0-2.6 및 4.0-4.4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학교 수행도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관한 문의나 기타
질문은 학교로 직접 하십시오.

이 기호는 모든 학교 소개 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

MySchools.nyc) 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2

12

온라인 C MySchools.nyc 상의 학교 페이지 샘플

학교 위치를 이용해 자녀의 매일 통학을 계획해 보십시오.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히(완비) 갖춰져 있는지,
부분적(부분 이용 가능)으로 갖춰져 있는지 또는 이러한
시설이 없는지(시설 미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에서 알아보십시오.

심볼을 클릭하면 지도를 확대

학교명

( ) 하거나 축소( )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MYSCHOOLS

영어

로그인

목록으로 돌아가기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citylaneschoolny.com
acounselor@citylaneschoolny.com
718-555-5555

	
지하철

R, M 타고 Queens Valley Ave

	
버스

Q11, Q15, Q17, Q19

교통 정보를 사용하여 학교까지 가는 경로를 찾으십시오.

6- 8학년
237
8:15am - 2:35pm

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관한 문의나 기타
질문은 학교로 직접 하십시오.

개요

City Lane School 은 학업적 우수성을 지향합니다. 본교는 학업 아너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연기, 성악, 딕션 및 극작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ity Lane School 학생들은 뉴욕시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며,
유수의 4년제 대학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년, 규모, 일일 스케줄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 보십시오.
학교 설명은 각 학교가 직접 말하는
교육목표와 특별한 점입니다.
학교 수행도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이 섹션에는 이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한 고등학교 목록도 나와

학교 수행도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학업

언어 과목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업
프로그램 및 지원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활동
기타 특징

클럽, 스포츠팀 및 앙상블 등의 학교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검색에서는 이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귀 자녀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것입니다.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세
정보는 섹션 2.0-2.6 및 4.0-4.4에서 보십시오.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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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행도

학교 수행도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schools.nyc.gov/Find-a-School에서 해당 학교를 찾으면, 이 학교의 교육수준
스냅샷, 교육수준 가이드 및 기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본 안내서의 학교 소개 및 MySchools의 학교 페이지에는 자녀가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될 확률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그 방법은 섹션 4.0-4.4에서 알아보십시오.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로그인 후, 프로그램명 옆에 있는
별 표시를 클릭하면 관심있는
프로그램으로 저장됩니다.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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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정보가
뜹니다.

연습 문제

학교 탐구

자녀와 함께 본 안내서 및 MySchools를 찾아 보십시오. 그 중 옵션(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섹션 2.2-2.6 참고)에서, 다니고 싶은
중학교를 선택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각 상자에 그 중학교에 관한 정보를 적어 봅시다. 몇몇 질문은 MySchools를 활용해야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명:
이 학교 재학생 수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이 학교까지 어떻게 다닐 것인가?

이 학교 방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과목 중에 흥미로운 것 두 가지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 중 우리 아이가 해봤으면 하는 것 두 가지는?

이 학교에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중 내 아이는 어느 프로그램(들)에 지원할 것인가? 그 이유는?

도움말
이 연습문제를 관심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반복하십시오.
15

4.0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식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될 확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서에 기재한 프로그램에 배정받을 확률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 때는 프로그램 배정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1. 여러분이 지원서 상에 선택한 프로그램들 (섹션 4.1 참고)

2. 각 프로그램의 정원 (섹션 4.2 참고)
3. 입학 우선권 (섹션 4.3 참고)
4. 전형 방식 (섹션 4.4 참고)

이들 중 통제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반면, 어떤 것은 프로그램 자체 특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에 관해
알아두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배정받을 확률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2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더욱 상세한 내용은 섹션 4.1-4.4에서 알아 보십시오.

프로그램 전형 방법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자는 무작위로
배정 받습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프로그램 정원

각 프로그램에는 일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러분이
여
지원서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한 프로그램의
수,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나열한
지망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청서에 최대 12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추가하십시오. 그 다음,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우선순위

일부 프로그램은 다른 그룹에 앞서 특정 그룹의 지원자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특정 존이나 학군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그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의 1순위 우선권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그러고도 정원이 남으면
2순위 우선권을 가진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고, 그 이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귀 자녀는 각 프로그램의 어느 우선권
집단에 속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각 프로그램 별로 우선권 그룹이
다를 것입니다.

1순위 우선 그룹

16

2순위 우선 그룹

무작위로 선발하는 프로그램
4

37

89

3

1순위 우선 그룹

27

92

98

2순위 우선 그룹

4

무작위 선발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은 무작위로 배정된 번호에 따라 배정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무작위 선발 방식 중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섹션 4.4를 참고하십시오.
오픈 선발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원 4명에 지원자 7명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우선... 1순위 우선 그룹의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에는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2순위 우선 그룹의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배정 받습니다. 우선권 그룹 1의 학생들에게
배정이 주어진 후에는 남은 정원은 한 자리만 있기 때문에, 우선권 그룹 2에서 한 명의 학생만 해당
그룹에서 숫자 순서로 첫 번째 학생에게 배정이 이뤄집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2순위 우선 그룹에 남은 학생들은 무작위로 지정된 번호에
따라 이 프로그램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한 다음 순위 프로그램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배정!

37

배정!

89

배정!

3

배정!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

#1

#4

1순위 우선 그룹

#2

#3

#5

#6

2순위 우선 그룹

#7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은 성적, 시험 점수, 출석 및 정시 등교, 그리고/또는
품행 등, 일련의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선발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선별, 선별:언어, 또는 종합 점수—자세한 내용은 섹션 4.4를
참고하십시오.
선별 방식을 사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에는 7명이 지원하였으나 정원은 4명입니다. 제일 먼저, 7명의 지원자 모두 선발 기준 및
입학 채점표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1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이 순위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배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2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이 순위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을 배정하고
난 후 남은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2순위 우선 그룹에서 1위, 그리고 2위 학생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2순위 우선 그룹에 남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한 다음 순위 프로그램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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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1
배정!

#4
배정!

#2
배정!

#3

4.1 지원서 상의 선택

귀 자녀가 어느 중학교로 배정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학교 입학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입니다.
MySchools 계정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가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녀가 다녔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대 12개까지 고르십시오. 이 프로그램들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 중 한곳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높일
것이며, 우선 순위로 선택한 프로그램들에서 배정받을 확률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군데 학교만 썼든, 아니면
11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했든 간에 제 1 지망 학교에서 제안받을 확률은 같습니다.

2. 지원서에 이 프로그램들을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 하되, 자녀의 1지망을 #1로, 2지망을 #2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 나가십시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귀 자녀는 1지망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지망 프로그램에서 배정받지 못하면, 그 다음 2지망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마치 자녀의 1지망인
것처럼 고려할 것입니다. 귀 자녀는 본 섹션에서 이미 설명한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상위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안받을 것입니다.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만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만 기재하면 선택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도움말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가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기재하십시오. 각 학교들은 이 순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여러분의 1지망인지 12번째 지망인지 모릅니다.

4.2 정원

각 중학교는 일정한 6학년 신입생 정원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원 및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

MySchools의 전년도 경쟁률 섹션에서는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몇 명이 배정되었는지(정원), 그리고 몇 명이
지원하였는지(경쟁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1인당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경쟁률)를 보면, 이 프로그램 수요가 어떤지,
얼마나 인기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경쟁률이 높을수록 수요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치는 전년도 자료입니다.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형 방식 탭을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년도 경쟁률 섹션을 보십시오.

프로그램 코드: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그룹

전년도 경쟁률

2. 그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본 프로그램

4

1. 제 2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은 작년도에 위의 모든 우선권 그룹 학생
들의 입학을 허가하였습니다.

중학교 배정 절차를 통해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

프로그램 수요를 알 수 있음

전년도 입학 정원을 알 수 있음

일반 교육
55
225

전년도 지원자 수를 알 수 있음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충족

프로그램 수요를 알 수 있음

장애 학생
4
18
75

전년도 입학 정원을 알 수 있음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전년도 지원자 수를 알 수 있음

지원자

정원 미달

18

일반교육 및 장애 학생

각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및 장애학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내줍니다. 여러분의 중학교 지원서에는 여러분이 이 중 어디에
속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일반교육 학생
JJ

JJ

JJ

장애 학생

IEP가 없는 학생

자신의 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상을 특수교육 수업으로 받도록 추천된
학생.

JJ

관련 서비스만을 추천하는 IEP가 있는 학생

자신의 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하를 특수교육 수업으로
받도록 추천된 학생.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는 통합협력수업(ICT), 특수 학급(SC) 및 특수교육 교사지원서비스(SETSS)가 포함됩니다. 응용체육
(APE) 및 언어, 작업치료(OT), 물리치료(PT) 등의 관련서비스는 중학교 입학사정에서는 특수교육 수업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504항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상을 특수교육 수업 프로그램으로 받도록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장애 학생 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중학교 전형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중학교는 장애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추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중학교의 학교 실행 팀(SIT)은 IEP를 검토하여
학생에게 추천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의 경우, 학생의 현재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IEP팀을 소집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4.3 입학 우선권

입학 우선권은 각 프로그램에서 전형시 지원자를 고려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여러 입학 우선권이 있다면,
학생들은 그룹으로 묶여 고려됩니다.
JJ

JJ

1순위 우선권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그러고도 정원이 남으면 2순위 우선권을 가진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고, 그 이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입학 우선권은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때에만 사용됩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은 학교 소개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남을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됩니다.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지원자격

Zoned Program | A123Z

�존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전형 방식

�존

Zoned Program | A123Z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이 학생들은 1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전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배정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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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온라인 C MySchools.nyc

어떤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은 MySchools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보십시오. 전형 방식 탭을 클릭한 후 입학
우선권 그룹 섹션을 보면 우선권 그룹이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이 학생들은 1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2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남을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됩니다.
전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배정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코드: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그룹

전년도 경쟁률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4

1. 제 2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본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위의 모든 우선권
그룹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였습니다.

일반 교육
55
225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충족

장애 학생
4
18
75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미달

도움말

귀 자녀가 1순위 우선그룹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귀 자녀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배정
확률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각 프로그램 별로 입학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입학 우선권

다음은 배정에 작용하는 몇 가지 입학 우선권입니다: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들에게 우선권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존 거주자 우선권
정원의 50%까지 무료 및
할인 급식(FRL) 대상자에게
우선권

의미

현재 다니는 학교가 8학년이나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학교인 경우, 중학교 지원서에 이 학교를
추가하면 이 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학생의
지원서에 그보다 높은 순위로 기재한 학교에서 먼저 이 학생의 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신학교를 입학원서에 1지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이 학교를 지망학교 중
하나로 추가하기는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공립학교를 다닌 학군, 보로, 또는 지리적 영역에 근거하여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학생의 거주 보로나 학군이 재학중인 공립학교와 다를 경우, 이 학생은 양쪽 모두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또는 여러 중학교가 있는 캠퍼스— 존(zone)에 거주하는 학생은 그 학교(들)의 존
프로그램에 다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존 프로그램들을 중학교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을 받기 위해 존 학교 프로그램을 지망 1순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존스쿨(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MySchools를 이용하거나 자택
주소를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입력하여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입학 다양성 추구 우선권의 한 예입니다. 이 샘플 우선권 그룹에서는, 가정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프로그램 정원의 최대 50% 내에서 배정받을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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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추구 입학전형

일부 프로그램들은 가정 소득, ELL 상태, 또는 기타 기준에 의해 입학 우선권을 줍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뉴욕시 전역의 중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성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schools.nyc.gov/DiversityAdmissions를 참고하십시오. 전형 기간 내내, MySchools를
수시로 확인하여 가장 최신 입학 우선권을 알아 보십시오.

4.4 전형 방식

전형 방법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배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서에 프로그램을 기재하기만 해도 됩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지원자격

Zoned Program | A123Z

�존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School
| 프로그램(I.S.
코드
City Lane

123)

전형 방식

�존

Zoned Program
| A123Z
6- 8학년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이 두 프로그램은 두 가지 다른
전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School
우선권
City Lane
(I.S. 123)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6- 8학년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프로그램 코드: A123S

프로그램 코드: A123Z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전형|방식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언어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선별: 언어

|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형 방식
입학전우선권

존(Zoned)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전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무작위 선발, 그리고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발하는 프로그램

중학교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지원자는 복권에서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선택된 번호를 받습니다. 오픈 입학 전형이
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받은 무작위 번호를 사용하고, 입학 우선권을 사용하여 배정제안을 합니다.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학생들은 무작위로 받은 번호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입학 우선권도 적용할 경우, 무작위로 받은
번호에 관계 없이 1순위 우선 그룹의 모든 지원자들은 2순위 우선 그룹이 배정되기 전에 일단 모두 배정될 것입니다.
무작위 선발 방식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픈 그리고 제한적 비선별—다음 페이지에서 이 방식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도움말
무작위 번호를 통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공립 학교에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법”이란
동영상을 schools.nyc.gov/Middle에서 보십시오.

순위를 매겨 선발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자신의 전년도 학업 기록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배정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선별, 선별: 언어, 또는 종합
점수 중 한 가지 전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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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JJ

선별 및 선별: 언어 프로그램들은, 중학교 교직원이 전형 채점표에 근거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시험 또는 면접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들은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기고, 가장 상위 학생부터 배정 제안을
합니다.
종합 점수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자들이 전년도 학업기록을 반영하여 자동 산정된 종합 점수를 받습니다. 학생들의
수행도가 높을수록, 종합 점수가 높아집니다. 지원자들은 종합점수 최상위부터 차례로 배정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에는 4학년 최종 성적표, 표준 시험 점수, 교내 평가 및/또는 출석 및 정시 등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는지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려면 “중 고등학교 입학 전형” 동영상을
schools.nyc.gov/Middle에서 보십시오.

중학교 전형 방식

오픈

지원자가 해야 할 것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한적 비선별

행사에 참여하여 방명록에 서멍함으로써 관심을 표명하십시오.

존 또는 재학생
우선

존 또는 재학생 우선 프로그램 대상인지 알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십
시오.

선별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MySchools에 나온 추가 요건이 있으면 완료 하십시오.

프로그램 선발 기준을 잘 읽어보고, 학교에서 전형에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의 성적과 점수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선별: 언어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가 프로그램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정언어, 언어 능숙도, 미국 거주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종합 점수

학교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고, 이
학교에서 어떤 요인들로 종합 점수를 구성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또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른 선발 기준에 어떤
가중치를 주는지도 반드시 알아 보십시오.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의 성적과 점수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재능 시험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해당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의 재능 시험을 신청하십시오. 시험 신청은 온라인
MySchools에서 할 수 있습니다—Mark Twain 탭을
클릭하십시오—또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가 재능 시험을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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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보는 것

개인 정보

자녀 성명, 집주소, 현재 학교, 성별, 특수교육 상태

제한적 비선별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교에 관심을
표명한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존 또는 재학생 우선(continuing)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교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입학이 보장되거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개인 정보
학업 기록

학교에서는 지원자의 4학년 최종 성적, 표준 시험 점수,
내부 평가 및/또는 출석, 지각 등을 근거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 배정은 입학 우선권 그룹, 그리고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개인 정보
학업 기록

ELL 서비스 수혜자격 여부

학교들은 선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
배정은 입학 우선권 그룹, 그리고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학업 기록

학생의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은 학업 기록 해당
요소에 각기 다른 포인트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4
학년 최종성적표, 뉴욕주 영어 시험 점수, 뉴욕주 수학
시험 점수 및/또는 출석 및 지각 기록. 그 다음 학생들은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순위에 따라 최상위부터
배정받습니다.
재능 시험 점수만 반영

재능 시험 점수 순서대로 배정받습니다. 이러한 입학
전형에서는 기타 기준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발 기준

선별, 언어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입학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특정 선발 기준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배정
제안을 합니다.
JJ

JJ

선별 또는 언어 선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을 보면 각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길 때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 점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은 각 지원자들의 종합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선별, 언어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입학 전형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선발 기준을
사용하는지 MySchools에서 알아보십시오.

온라인 C MySchools.nyc

MySchools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 전형 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전형 방식 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이 나옵니다.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길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JJ

JJ

JJ

JJ

4학년 최종성적표

4학년 뉴욕주 영어 및 수학 시험성적
4학년 출석 및 지각 기록

다음과 같은 학업 및 품행:

개별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임

JJ

체계적으로 학습함

JJ

각기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 과제를 마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JJ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함

JJ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적절하게 학습

JJ

중학교 입학 전형에는 지원자의 4학년 정보가 사용됩니다. 학교에서는 지원자에게 4학년 외 다른 학년도 성적표나
교사로부터 별도의 추천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4학년 성적표에는 대개 학업 및 품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귀 자녀의 학교에서 성적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교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시험 시 조정사항

학생의 IEP에 시험시 편의제공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시험이나 오디션에서 해당 편의사항(그것이 시험이나 과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입학 시험이나 오디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자녀의 초등학교와 의논하여 귀 자녀의 요구 사항 및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해당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특수교육 탭을 선택한 후 시험 조정사항을
지원 및 서비스 메뉴에서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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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행사 참석 및 학교 방문

대부분의 중학교 전형 절차는 올 가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본 안내서 앞쪽에 있는 액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올 가을 자녀의 입학 스케줄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캘린더를 만들어 중학교 박람회, 오픈하우스, 학교투어 및
인터뷰나 오디션, 현장 시험 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약속 일자를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5.1 중학교 박람회

올 가을, 중학교 박람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여러 학교에서 파견된
대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학군 또는 보로별 중학교 박람회들도 가을에 개최됩니다. 웹사이트
schools.nyc.gov/Middle에서 각 학군 별 중학교 박람회 일시 및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5.2 학교 방문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야말로 그 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통학 시간
및 거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특별 행사나 오픈 하우스를 실시하는지 문의 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특정 학교의 오픈하우스나 정보 설명회 일자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Middle.
도움말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다음 연습문제를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방명록에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차후 학교에서는 행사나 기타 정보가 있을 때 알려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제한적 비선별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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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중학교 입학 행사에서 질문하기

중학교 박람회나 오픈하우스에서 학교 대표와 대화를 나눌 때, 꼭 질문을 하십시오. 다음은 여러분과 자녀가 관심을 가진 학교에 관해
좀 더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 별로 여러분만의 질문을
적어 보십시오.
도움말
이 페이지를 잘라내어 학교를 방문하거나 설명회에 참석할 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질문

학교 분위기

6학년 학생

내 자녀가 숙제에 관해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학교가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6학년 학교 일과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언제입니까?

6학년만을 위한 활동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학업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점이나 리전트 시험 요건으로
인정될만한 상급 과정을 제공합니까?
이 학교의 교육 철학 및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학교 성적 산정 정책은?

이 학교 학급 규모는 어떻습니까?

활동

입학

이 학교에는 어떤 클럽이 있습니까?

학교 일과 중 어느 때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외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활동이 있습니까?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서에 이 학교를 추가하는 것
외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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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학교 지원

중학교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Middle를 방문 하십시오.

6.1 지원 방법—현재 NYC 공립 학교 재학생

10월에 귀 자녀의 맞춤형 지원서가 준비되면, 귀 자녀의 현재 학교에서 그것을 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MySchools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중학교 옵션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관심 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목록을 만드십시오.

2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카운셀러와 약속을 잡아,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하십시오.

3

중학교 지원서는 마감일인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JJ

JJ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
지원기간 동안 휴무일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하루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의 현재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
올 가을, 학교를 통해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6.2 지원 방법—사립 또는 교구 학교 학생

현재 자녀가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공립 중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패밀리 웰컴 센터로
가시면 전형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중학교 옵션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관심 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목록을 만드십시오.

2

패밀리 웰컴 센터 방문 자녀와 방문하여 중학교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을 알아 보십시오. 위치 및 근무 시간은
schools.nyc.gov/WelcomeCenter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중학교 지원서는 마감일인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
지원기간 동안 휴무일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하루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JJ

패밀리 웰컴 센터
패밀리 웰컴 센터 직원은 여러분 자녀의 지원서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200개 이상의
언어로 가능합니다. 영어 외 언어가 필요하시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JJ

NYC 공립학교에 새로 오셨습니까? 연중 저희 웹사이트의 신규 학생 페이지 (schools.nyc.gov/NewStudents)를
참고하시면 등록 방법, 가야 할 곳,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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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학교 배정 통지
7.1 배정 통지서

자녀의 중학교 배정 통지서는 4월에 발송됩니다. 이 편지에는 2020-2021 학년도에 다닐 DOE 공립 중학교 배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2 이의제기

중학교 통지서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바꾸고자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녀의 초등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7.3 학교 위치 및 통학교통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JJ

JJ

6학년 학교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노란색 버스 서비스나 메트로카드가 제공됩니다. 이보다 좀 더
가깝기는 하지만 반(1/2)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반액 MTA 버스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자택이 같은 학군 내 있고, 학교에서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노란색 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학년 이상 학생 학교와 집의 거리가 1과 1/2 마일 이상일 경우 메트로카드가 지급됩니다. 이보다는 가까우나
학교에서 반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학교 요청이 있으면 반액 MTA 버스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JJ

IEP에 특수 교통수단을 제공받도록 명시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까지 통학 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장애에 따라 추가의 의료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녀의 상태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형이나 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학 교통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전화 718-392-8855 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school-life/transportation/bus-eligibility.

8.0 뉴욕시 DOE 공립 중학교
다음 섹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JJ

여러분 가정에 해당하는 학군의 학군 프로그램 섹션을 찾으십시오. 학군 지도를 펼쳐 여러분 학군 내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목록에서 학군 내 중학교 프로그램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반드시 각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살펴,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JJ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로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시 프로그램 섹션에서 그 밖의 옵션을 알아 보십시오. 이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지도(들)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되면, 온라인

MySchools.nyc에서 이런 학교들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7

학군 프로그램 | 제 31 학군 정보 및 지도

스태튼 아일랜드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보로 전체가 1개 학군으로서 학군 번호는 제 31학군입니다. 31학군이 존인 모든 가족은 존 중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 스쿨을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지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존 학교가 지원서 상에 1지망이든
12번째 지망이든 관계없이 귀 자녀의 존학교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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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군 프로그램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I.S. R002 George L. Egbert | 31R00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Scholars Program | R002A

전형 방식
종합 점수

학년: 6-8 | 학생: 1064
333 Midland Avenue, Staten Island, NY 10306 | 718-987-5336

지원자격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Zoned Program | R002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07 Elias Bernstein | 31R00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1167
1270 Huguenot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 718-697-8488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Elias Bernstein (I.S. 7) | R007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24 Myra S. Barnes | 31R0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1317 | b
750 Durant Avenue, Staten Island, NY 10308 | 718-982-47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Myra S. Barnes (I.S. 24) | R024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27 Anning S. Prall | 31R027

학년: 6-8 | 학생: 1036
11 Clove Lake Place, Staten Island, NY 10310 | 718-981-880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Federal Magnet Program | R027U

오픈

제 20, 21 및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Scholars Program (Math and Science) | 
R027A

종합 점수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Zoned Program | R027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Eagle Academy for Young Men of
Staten Island | 31R02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11 | 학생: 270
101 Warren Street, Staten Island, NY 10304 | 718-727-6201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남학교; 제 31학군 학생 및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31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제한적 비선별
거주자
우선권 2 다음은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3+17 8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218+ 8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Eagle Academy of Young Men of
Staten Island | R028L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30

31 학군 프로그램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I.S. 034 Tottenville | 31R03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1061
528 Academy Avenue, Staten Island, NY 10307 | 718-477-45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Tottenville (I.S. 34) | R034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PK-8 | 학
 생: 1001 | a
1050 Targee Street, Staten Island, NY 10304 | 7
 18-447-8323

P.S. 048 William G. Wilcox | 31R04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Atlas Academy | R048U
오픈
지원 가능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624+ 7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49 Berta A. Dreyfus | 31R04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Scholars Program | R049A

전형 방식
종합 점수

학년: 6-8 | 학생: 535
101 Warren Street, Staten Island, NY 10304 | 718-727-6040

지원자격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Zoned Program | R049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5842+ 5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51 Edwin Markham | 31R05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Edwin Markham (I.S. 51)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R051M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학년: 6-8 | 학생: 1335 | b
80 Willowbrook Road, Staten Island, NY 10302 | 718-981-0502

지원자격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Edwin Markham (I.S. 51) | R051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61 William A Morris | 31R061

학년: 6-8 | 학생: 967 | a
445 Castleton Avenue, Staten Island, NY 10301 | 718-727-848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Performing Arts Program | R061U

오픈

제 20, 21 및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R061M 선별: 언어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Zoned Program | R061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238+ 6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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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Marsh Avenue School for Expeditionary
Learning | 31R06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450 | a
100 Essex Drive, Staten Island, NY 10314 | 718-370-685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31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MAELS | R063L
제한적 비선별
지원 가능
우선권 2 다음은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614+ 8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72 Rocco Laurie | 31R07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1444 | b
33 Ferndale Avenue, Staten Island, NY 10314 | 718-698-5757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Rocco Laurie (I.S. 72) | R072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075 Frank D. Paulo | 31R07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종합 점수

Scholars Program | R075A

학년: 6-8 | 학생: 1455 | b
455 Huguenot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 718-701-6343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Zoned Program | R075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PK-12 | 학생: 1330 | b
715 Ocean Terrace, Staten Island, NY 10301 | 718-815-0186

The Michael J. Petrides School | 31R0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Staten Island School of Civic Leadership | 31R86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31 학군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 6436+ 6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Michael J. Petrides School | R080U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오픈

지원자격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PK-8 | 학생: 906 | a
280 Regis Drive, Staten Island, NY 10314 | 718-697-5250

입학 우선권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오픈
Leadership | R861U
지원 가능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Staten Island School of Civic

P.S. 192 - The Magnet School for Math
and Science Inquiry | 20K19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PK-8 | 학생: 642
4715 18 Avenue, Brooklyn, NY 11204 | 718-633-3061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20, 21학군 및 31 학군
Federal Magnet Program | K192U
오픈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614+ 8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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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군 프로그램

제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J.H.S. 223 The Montauk | 20K2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Federal Magnet Program | K223U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전형 방식
오픈

학년: 6-8 | 학
 생: 939 | b
4200 16 Avenue, Brooklyn, NY 11204 | 7
 18-438-0155

지원자격

제 20, 21학군 및 3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PK-8 | 학생: 615
2950 West 25 Street, Brooklyn, NY 11224 | 718-382-2100

P.S. 288 The Shirley Tanyhill | 21K28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입학 우선권

전형 방식

지원자격

제 20, 21학군 및 31 학군

입학 우선권

오픈
K288U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81+19 8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hool of Leadership, Sports and Arts | 

Kingsborough Early College School | 21K46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669 | b
2630 Benson Avenue, Brooklyn, NY 11214 | 7
 18-333-7850

입학 우선권

제 20, 21학군 및 31 학군
오픈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218+ 8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Kingsborough Early College
Secondary School | K468U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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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모든 뉴욕시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이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프로그 램 중 무엇이든 자녀의 지원서에는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만약 어떤 보로 프로그 램이 전체적으로 귀하의 3번째 지망이라면,
지원서에 3번째로 기재하십시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우선 순위로 기재하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1지망으로 기재한 학교부터 시작하여 지원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선발을 고려할 것입니다. 만일
귀 자녀가 1지망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면, 제 2지망 학 교에서 마치 그 학교가 1지망인 것처럼 고려할
것이며, 그 다음도 지원서 상의 다음 지망 순위로 내려가면서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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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학교
학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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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치 = 2.19 마일

11
BRO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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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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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Young Scholars | 04M012

4

The Anderson School | 03M334

3

Special Music School | 03M859

M.S. 224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 04M224

Ella Baker School
| 02M225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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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30Q580

MANHATTAN
2

Quest to Learn | 02M422

The 30th Avenue School
(G&T Citywide) | 30Q300

Ballet Tech, NYC Public School
for Dance | 02M442

26

QUEENS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02M407

1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Technology and
Math (NEST + m)| 01M539

25

The 47 American Sign Language &
English Lower School | 02M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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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8

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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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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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17K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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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

27

17
18

The Lenox Academy | 18K235

20
Brooklyn School of Inquiry | 20K686

22

STATEN ISLAND

31

21
Scholars' Academy | 27Q323
Mark Twain I.S. 239 for the Gifted &
Talented | 21K239

35

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Technology &
Math (NEST+m) | 01M53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12 | 학생: 1754
111 Columbia Street, New York, NY 10002 | 212-677-519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선별
Technology & Math (NEST+m) | M539M

Ella Baker School | 02M22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오픈

학년: PK-8 | 학
 생: 324 | b
317 East 67 Street, New York, NY 10065 | 2
 12-717-880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42+58 4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Ella Baker School | M225U

The 47 American Sign Language &
English Lower School | 02M34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PK-8 | 학
 생: 193 | b
223 East 23 Street, New York, NY 10010 | 9
 17-326-660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American Sign Language Program |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M347M
가능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02M40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486 | b
345 East 15th Street, New York, NY 10003 | 2
 12-475-7972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M407M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558
328 West 48 Street, New York, NY 10036 | 212-247-8652

입학 우선권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M408M
가능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37+ 9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Quest to Learn | 02M42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545 | b
351 West 18 Street, New York, NY 10011 | 2
 12-488-3645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2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Quest To Learn | M422L
제한적 비선별
우선권 2 다음은 제 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뉴욕시 거주자 4 다음은 뉴욕시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931+ 6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Ballet Tech, NYC Public School for Dance | 02M44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4-8 | 학
 생: 142 | b
890 Broadway, New York, NY 10003 | 2
 12-254-1803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Ballet Tech | M442C
선별
학생만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1000+ 10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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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The Anderson School | 03M33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The Anderson School P.S. 334
Middle School | M334M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지원

학년: K-8 | 학
 생: 522 | b
100 West 77 Street, New York, NY 10024 | 2
 12-595-7193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64+ 9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pecial Music School | 03M85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지원

학년: K-12 | 학
 생: 314 | b
129 West 67 Street, New York, NY 10023 | 2
 12-501-3318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pecial Music School | M859M

Tag Young Scholars | 04M01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
 생: 601 | b
240 East 109 Street, New York, NY 10029 | 2
 12-860-6003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28+ 9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alented and Gifted School for Young
Scholars | M012M

M.S. 224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 04M2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185
410 East 100 Street, New York, NY 10029 | 212-860-6047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제 4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가능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M.S. 224) | M224M

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17K59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1332 | a
1186 Carroll Street, Brooklyn, NY 11225 | 7
 18-703-540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5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K590M

The Lenox Academy | 18K23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PK-8 | 학생: 1220 | b
755 East 100th Street, Brooklyn NY 11236 | 718-773-4869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제 18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Lenox Academy | K235M

선별

Brooklyn School of Inquiry | 20K68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생: 534
50 Avenue P, Brooklyn, NY 11204 | 718-621-573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Brooklyn School of Inquiry | K686A
종합 점수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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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Mark Twain I.S. 239 for the Gifted & Talented | 
학년: 6-8 | 학생: 1336
21K239
2401 Neptune Avenue, Brooklyn, NY 11224 | 718-266-081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Athletics | K239AT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Art | K239AR

Computer/Math | K239CM
Dance | K239DA
Drama | K239DR
Creative Writing/Journalism | K239JO
Media | K239ME
Science | K239SC
String Instruments | K239ST
Vocal | K239VO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Wind Instruments | K239WI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ark Twain 지원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Scholars’ Academy | 27Q3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1351 | a
320 Beach 104th Street, Queens, NY 11694 | 7
 18-474-6918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55+ 9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holars’ Academy | Q323M

선별

The 30th Avenue School (G&T Citywide) | 30Q30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생: 524
28-37 29 Street, Queens, NY 11102 | 718-726-0501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Q300 | Q300A
종합 점수
가능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30Q5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7-12 | 학생: 534 | a
34-12 36 Avenue, Queens, NY 11106 | 718-361-5275

입학 우선권

현재 6학년인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7
선별
학년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Q580M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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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 21K239 지원 방법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I.S. 239)는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6-8학년을 교육하는 뉴욕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올 가을 온라인 중학교 전형절차 기간동안 이 학교에 지원하여 시험이나 오디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자녀가 응시하기 원하는 2개 재능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재능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JJ

Art

JJ

JJ

Athletics

JJ

JJ

Computer/Math

JJ

JJ

Creative Writing/Journalism

JJ

Dance

JJ

Media

Drama

JJ

Instrumental: Strings

JJ

Science
Vocal Music

Instrumental: Winds

2. 자녀의 지원서에 두 개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가하고, 선호도에 따라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기재하십시오. 자녀의
지원서는 반드시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3. 2020년 1월, 신청한 학생들에게 시험 티켓이 발부되며 여기에 시험일 및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2개 재능 분야에서 각각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Mark Twain(주소 2401 Neptune Avenue,
Brooklyn, NY 11224)에서 다음 일자 중 하루에 치러집니다: 1월 11일 토요일 | 1월 12일 일요일 | 1월 25일
토요일 | 1월 26일 일요일 | 2월 1일 토요일 | 2월 2일 일요일 | 2월 8일 토요일 | 2월 9일 일요일

1월2020년

2월2020년

S
29
5
12
19
26

S
26
2
2
9
9
16
23

M
30
6
13
20
27

T
31
7
14
21
28

W
1
8
15
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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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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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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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에 따라 추가 시험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지원자가 이들 재능시험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지원 방법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PPAS)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으며 6-12학년을 교육하는 뉴욕시
학교입니다. PPAS 중학교 연극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연기, 노래 및 댄스 수업을 맡고 있으며, 수준
높은 학업 프로그램과 병행됩니다. 반드시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PPAS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PAS를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지원서는 12월 2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지원서에 PPAS를 추가한 모든
학생은 오디션에 초청될 것입니다.
2. 자녀의 PPAS 오디션 준비를 도와 주십시오. 오디션 준비 및 장소 등의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십시오:
ppasnyc.org

3. 자녀의 성(라스트 네임) 밑에 적힌 오디션 일자에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 별도의 수험표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일자 중 하루에 오디션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 성

날짜

시간

G-M

1월 11일 토요일

12pm (정오)

A-F

N-R
S-Z

1월 11일 토요일

8am

1월 12일 일요일

8am

1월 12일 일요일

12pm (정오)

학생 선발 기준은 학업능력 및 오디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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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튼 아일랜드 차터 중학교

입학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각 학교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다음은 2019-2020 학년도에 6학년 과정을 개설하는 뉴욕시 차터 중학교 목록입니다. 모든 차터 중학교에서 6학년 신입생을 받는 것은 아니니 유의 하십시오.
가장 최신 입학 정보는 각 학교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뉴욕시 차터 스쿨에 입학하는 방법 | schools.nyc.gov/Charters

NYC 교육감 승인 차터스쿨 (DOE)| infohub.nyced.org/reports-and-policies/school-quality/charter-school-renewal-reports
뉴욕주립대 이사회 승인 차터 스쿨(SUNY) | newyorkcharters.org/progress/school-performance-reports
뉴욕주 교육부(SED) | p12.nysed.gov/psc/csdirectory/CSLaunchPage.html
학군 31

John W. Lavelle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R067
학년: 3-12 | 347-855-2238 | www.lavelleprep.org

New World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R073
학년: K-2,5-8 | 718-705-8990 | newworldpre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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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패밀리 웰컴 센터 업무 시간과 각 학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를 알아보려면
schools.nyc.gov/WelcomeCenters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학군은 MySchools(

Bronx 패밀리 웰컴 센터
1
2

MySchools.nyc)에서 계정을 만들어 확인하시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1 Fordham Plaza, 7th Floor, Bronx, NY 10458

§1230 Zerega Avenue, Room 24, Bronx, NY 10462

Manhattan 패밀리 웰컴 센터
3

4
5
6

§George Washington Educational Campus | 549 Audubon Avenue, New York, NY 10040

§388 West 125th Street, 7th Floor; Room 713, New York, NY 10027

§333 Seventh Avenue, 12th Floor; Room 1211, New York, NY 10001
§166 Essex Street New York, NY 10002 | 관할 학군 1

BRONX

Queens 패밀리 웰컴 센터
7
8
9

§28-11 Queens Plaza North,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1

3

§30-48 Linden Place, 2nd Floor, Flushing, NY 11354

2

§90-27 Sutphin Boulevard, 1st Floor, Jamaica, NY 11435

4

10 §Beach

Channel Educational Campus | 100-00 Beach Channel Drive,
Rockaway Park, NY 11694 | 관할 지역 Rockaways

Brooklyn 패밀리 웰컴 센터
11 §29

Fort Greene Place (BS12), Brooklyn, NY 11217

12 §1665
13 §1780
14 §415

8

7

5

QUEENS

St. Marks Avenue, Room 116, Brooklyn, NY 11233
Ocean Avenue, 3rd Floor, Brooklyn, NY 11230

6

89th Street, 5th Floor, Brooklyn, NY 11209

Staten Island 패밀리 웰컴 센터
15 §715

MANHATTAN

9
11
12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NY 10301

BROOKLYN

15

14

13

STATEN ISLAND
10

전형 과정에 늘 관심을
두십시오

schools.nyc.gov/Connect§|§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 신청을 하시면 지원 정보 및 주요 일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Middle§|§배정절차를 비롯한
중학교 입학전형 전반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최신 소식
및 행사 정보를 받으십시오. 학군별로 가을 중학교 박람회
일자가 다릅니다—다음 웹사이트에서 날짜, 시간,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0

중학교 박람회는 가을에 개최됩니다.

학교들을 찾아보고
지원하십시오.

MySchools.nyc§|§MySchools는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서이자 개별화된
지원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중학교들을
알아보고,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중학교에 지원하십시오—모두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0

중학교 지원 마감일 12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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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돕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전화 문의 718-935-2009.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세요. 센터 위치는 이
안내서의 뒷표지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 및
근무시간 schools.nyc.gov/WelcomeCen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