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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여름 학습 및 엔리치먼트 정보와 4 월 15 일까지 뉴욕시 학교 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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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서머 라이징: 유치원-8 학년 대상
서머 라이징 개요
뉴욕시 교육청(DOE)와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부(DYCD)가 협력하여 기획한 서머 라이징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재미있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참여 중심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T&I 34060 NYC DOE Family Update Letter (Korean)

-1-

서머 라이징은 무료이며 현재 유치원-8 학년에 재학하는 모든 뉴욕시 학생에게 열려있습니다.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장소에 자리를 확보하려면 일찍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여름 방학 중에 필수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학생은 자리가 보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월 5 일 시작하며 7 월과 8 월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6 시 운영합니다.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및 점심식사, 요청한 경우 오후 스낵이 제공됩니다. 서머
라이징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6 주간 제공되며 유치원-6 학년 대상 심화학습이 7 번째 주간에 제공됩니다. 상세
정보: nyc.gov/SummerRising.

신청 방법
4 월 25 일부터 nyc.gov/SummerRising 에서 서머 라이징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9 자리 학생 ID
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모르신다면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년에 맞는 정원이 남아있는 서머 라이징 사이트 어느 곳이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장소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하십시오! 등록 후 배정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을 등록할
때에는 각 학생의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지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거나 summer@schools.nyc.gov 로
이메일 하십시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및 504 계획 보유 학생
12 개월 / 연장 학년도(ESY) 프로그램: 12 개월 / 연장 학년도(ESY) 특수 교육 또는 ASD Nest 또는 Horizon 프로그램
학생은 연장 학년도(ESY), 75 학군, 또는 ASD 서머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IEP 에 추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연장 수업일 심화 활동에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 옵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 서머 라이징에 참가하기 위해 보조 교사나 간호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개별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9 학년 이상 대상 서머 프로그램
학업 회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요건 충족, 학업 선행, 대학 준비 등을 돕는 유연한 여름 스케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에 낙제한 과목을 보충하고 나이 많은 학생들만의 필요를 충족하는 학업적, 사회 정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고등학생 서머 프로그램 등록 절차는 유치원-8 학년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과 별도이며 자녀의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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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진로 계획
여름 중 고등학생들은 서머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과 칼리지 나우 등을 포함해 기록적인 100,000 개 이상의 대학 진학
및 진로 계획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머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SYEP):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14 세에서 24 세 뉴욕시 청소년에게 열려
있는 SYEP 를 통해 여름 취업 및 진로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YEP 참가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를 탐구하고 직업 스킬을 개발하며 사회적, 시민적,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업 경험에 참가하며 보수도 받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4 월 22 일까지
application.nycsyep.com 에서 지원하십시오.

서머 디자인 인스티튜트: 포트폴리오를 위해 커리어 테마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만들며 광고, 시각 미술, 디지털
디자인, 웹 개발, 엔지니어링, 로보틱,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3 곳의 진로 및 기술
교육(CTE) 서머 허브 사이트 중 한 곳에 지원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학생들은
보수를 받습니다. CTE 및 비-CTE 학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세 정보: tinyurl.com/SDI2022CTE

다음 단계 상담: 매주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schools.nyc.gov/choosing-the-rightpath 에서 Next Step Texts 를 신청하십시오. 청소년 고용 기회, 장학금 정보, 워크숍 참가, 마감일 알림 등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Next Steps 는 방과후 및 주말 전문 어드바이저와 무료로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2 년 졸업하는 학생은 최근 졸업생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진로 단계로 전환을 도와주는 훈련을 받은 현재
대학생인 대학 및 진로 브리지 코치와 연결하기 위해 Next Step Text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choosing-the-right-path.

CUNY College Now
2022 년 여름 학기에 CUNY College Now 는 2022 년 9 월 11 학년과 12 학년에 진학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하이브리드, 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참가는 무료 입니다! 상세한
정보:k16.cuny.edu/collegenow/summer-programs.

NYC 학교 설문
마감일 연장: 4 월 15 일
뉴욕시 학교 설문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4 월 15 일까지 제출하십시오. NYCSchoolSurvey.org 를 방문하시거나
귀하의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에 schoolsaccount.nyc 에서 로그인하여 자녀의 학교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학교 리더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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