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체크리스트

9 월-11 월

6월–8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웹사이트 MySchools 에서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을 알아 보십시오.
 6 월에 고등학교 패밀리 워크숍에 참석하십시오.
 자신만의 가을 입학전형 일정을 잡으십시오각종 행사와 오픈하우스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High.
 특수목적 고등학교  2019-2020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 핸드북을 읽어보고 웹사이트
schools.nyc.gov/SHS 를 참고하여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및 LaGuardia High School
오디션을 준비 하십시오.
 9 월과 10 월에 개최되는 고등학교 박람회 참석 저희 웹사이트에서 각종 행사의 장소와 날짜,
시간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프로그램에 추가의 입학요건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각종 평가 결과
제출이나 응시 등에 관한 정보는 MySchools.nyc 에서 알아보거나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고등학교 옵션에 관해 상담하십시오.
 가을이 되면, 학교 카운슬러가 MySchools 에서 고등학교 지원서 사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계정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옆의 별표를 클릭하여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25 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 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섹션
4.0 에서 균형 잡힌 지원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지원서에 기재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 오디션 또는 기타 평가를 계획하십시오.
 오픈하우스에 참석하고 학교를 방문하십시오.
 입학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고 추가 요건을 완료하십시오.
 특수목적 고등학교  2019 년 10 월 마감일 전까지 MySchools 계정이나 학교 카운슬러, 또는 패밀리
웰컴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 SHSAT 및/또는 LaGuardia High School 오디션을 예약하십시오.
웹사이트 schools.nyc.gov/Connect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메일 리스트에 사인업 하시면 각종
마감일이 발표되는 대로 알려 드립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테스트 티켓(수험표) 및/또는 오디션 티켓을 받으십시오. 이 티켓에는 여러분의
시험/오디션 날짜, 시간 및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10 월이나 11 월에 예정된 SHSAT 또는 오디션을 치르십시오.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및/또는 오디션을 치러야 합니다.

3월

12 월

 고등학교 지원서는 2019 년 12 월 2 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하십시오:


온라인 MySchools.nyc

 학교 카운슬러에게 제출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신청
 각 학교 마감일까지 평가 또는 추가 요건을 계속 완료하십시오.
 고등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으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의 고등학생 배정 및/또는 해당될 경우, 시험을 치른 학교 및/또는 LaGuardia
스튜디오(전공분야) 별 결과 등, 귀하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결과
 학생과 부모님이 해야 할 다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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