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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대안과정에 관한 간략한 안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현재 학교에 그대로 재학. 여러분의 나이나 학교 재학 경력(이수 학점 및 리전트 시험)에 따라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재학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에 등록. 현재 다니는 학교에 그냥
재학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 경우, 본 안내서에 소개된 학교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학급과 개별화된 학습환경, 대학 및 직장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본 안내서에 소개된 학교와 프로그램들의 일반적인 입학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치 학교

 16-21세 대상 (학교에 따라 다름)
 일반 고등학교를 최소 1년 이상
다녔던 학생만 지원 가능
 학교에 따라 입학 시 요구하는
취득학점이 다르나 최소의 경우
0학점인 경우도 있음
 풀타임 낮시간 수업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청소년 보로센터 (YABC)
 17.5-21세 대상
 고등학교에 5년째 재학 중인
학생 대상
 최소 17학점 보유
 파트타임 오후/야간 수업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

 18-21세 대상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교 동등 학위 취득(이전에
GED®로 알려짐)

취업대비 교육
많은 거치 학교와 청소년 보로센터는 직업대비 교육(LTW)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습니다 LTW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졸업 후 원하는
직장을 잡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LTW는 일부 거치 학교 및 YABC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취업준비 및 직업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LTW를 실시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서는 유급 인턴십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절차:
q

본 안내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학교와 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q

여러분이 올바른 학교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족과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q

여러분이 등록할 때 추천센터, 거치 학교, YABC 대표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q 
취업 또는 탁아시설 같은 다른 지원은 상담사,
q

방문하세요 http://tinyurl.com/going4me

추천 센터 상담사에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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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욕시 교육청은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체류 신분, 시민권 상태, 장애, 몸무게,
성별 (성)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 희롱과 보복을 포함한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준수에 관한 문의는 Director, 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Room 1102, Brooklyn, New York 11201, 전화번호 718-935-3320.

Translated versions of this Directory will be available at:
https://tinyurl.com/going4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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এই ডিরেক্টডেে অনূডিত সংস্কেণ ২০১৪ সারেে শেত ঋতু রত অনোইরন পাওয়া যারে।
本指南的中文譯本截至 2017 年秋季將登載在以下網站上。

Des versions traduites de cet Annuaie serontdisponibles sur notre site internet courant de
l’automne 2017.
Tradiksyon Anyè sa a ap disponib an kreyòl sou sit wèb nou an pou otòn 2017 la.
본 안내서의 번역본은 2017 년 겨울에 아래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справочника будет размещён на нашем вебсайте осенью 2017 г.
La versión traducida de este Directorio estará disponible en nuestra página web a partir
del otoño de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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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합시다!

우리 뉴욕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본 안내서는 1부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를 찾아주세요
https://tinyurl.com/going4me.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한가요?
15-21세 학생이거나 학점이 부족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대학 진학, 취업, 연수 등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인생을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므로 본 안내서를 통해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대안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https://tinyurl.com/going4me.

고등학교 졸업 대안 방법 안내서를 사용합니다
자치구에 의해 알파벳으로 학교와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 섹션은 페이지 위쪽에 색상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고: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정보는 출판 당시에는 정확한 정보이지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문의하시려면 학교나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모든 자치구 섹션은 그 자치구의 각 학교 위치가 표시된 지도에서 시작됩니다 광역교통기관(MTA)웹사이트를 통해
지하철 또는 버스로 집에서 학교로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www.mta.info 또는 www.hopstop.com.

학교명
각 지도 뒷면, 모든 자치구 섹션에는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 있는 학교는 해당 페이지 숫자와 함께
알파벳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 109페이지에는 모든 학교(5개 자치구)의 알바벳 색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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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
21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않은 뉴욕시 주민:
•

•
•
•
•
•
•
•
•
•

여러분에게는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영어학습학생 (English Language
Learners)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종료시점까지 언제든지 고등학교에 재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파트타임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전학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규율규정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학교 규칙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공정한 법집행 절차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학교 관리들이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내린 결정이나 조치에 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및 적용 절차에 대한 전문은 교육감 규정서 A-240, A-443, A-450을 참고하십시오.
나이 (21세 이상인 경우 제외), 학점 미달, 낮은 성적, 무단 결석, 부정기적 출석, 리전트 또는 RCT 시험 낙제
등의 이유로 수업 출석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새로운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될 때까지 현재
학교에 재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퇴
현재 고등학교 동등 프로그램에 등록 상태
이미 고졸 학력 인증서 (GED® 로 알려진) 또는 IEP 학위를 지닌 상태
교정기관 또는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 자기 의사가 제한된 환경
학교에 의한 징계
고등학교와 동등한 또는 직업 프로그램 등 대안 교육 옵션을 추천받은 상태

각 학년도는 공식적으로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7월 1일 이후에 만 21세가 되며, 그 때까지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학년도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17
세 이하이고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17세가 되는 학생은 고등학교 이미 마치거나 그에 해당하는 학위(GED)를
취득했어도 법에 따라 학년이 끝날 때까지 풀타임으로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1 교육감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적 개입 서비스, 학생 지원 서비스, 지도 서비스
및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및 학부모는 언제든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평가 의뢰 방법을 문의하거나 특수교육
위원회에 서면으로 직접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위원회 연락처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Academics/SpecialEducation/

1
75학군 학생은 21세 생일이 7월1일에서 8월 31일 사이이면 여름학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75학군 학생은 9월에
시작하는 다음 학기에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21세 생일이 9월1일에서 6월 30일 사이인 75학군 학생은 해당 기간의 수업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 해 7월/ 8월 동안의 여름학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ii

내게 맞는 옵션 선택하기
뉴욕시 고등학교 전형 절차
자격이 되는 학생은 고등학교 전형절차를 통해 뉴욕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

거치고등학교(Transfer High School)
거치 학교 거치 학교는 학업이 뒤쳐지거나 중단된 학생이 다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업적으로 수준
높은 소규모 풀타임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최소 1년 이상 다녔던 15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들은 거치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낮시간에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합니다. 거치학교는
입학 요건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며 학교마다 입학에 요구되는 학점이 다릅니다.
거치학교의 주요 특징:
•
•
•
•
•
•

개별화된 학습 환경
강도 높은 학업 기준
학생 중심의 교습법
학업적, 발달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대학 진학 지원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청소년 보로센터 (YABC)
청소년 보로센터 저녁 프로그램은 학업이 뒤쳐졌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주중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야간 학업 프로그램입니다. 17.5세에서 21세 사이의 학생으로서 5년째 고등학교를 다니고
최소 17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YABC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야간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합니다. YABC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필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학생들은 원래
재학하던 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하고 졸업합니다. YABC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의 소속 및 모든 책임 소재는 원래
재학하던 학교에 있습니다. 출석은 YABC 프로그램에서 철저히 관리하며 기록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속성 성취 학교
속성 성취 학교 소규모의 강도 높은 학업을 제공하는 풀타임 고등학교로서 나이를 초과하여 뒤늦게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9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속성 성취 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전형 절차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전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High/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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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옵션 선택하기
직업대비 교육 (LTW)
취업대비 교육 선별된 대안 고등학교 및 YABC의 학업 구성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육부 (DOE)
직원 및 파트너십 지역기반 조직(CBO)은 프로그램 현장에 배치된 직원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LTW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졸업 후 원하는 직장을
잡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서비스는 모든 등록 학생에게 현장에서 제공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직업 탐구 / 개발, 개인 및 그룹 상담, 학업
지원, 보조 인턴십 배치, 대학 준비 및 상담.
LTW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학생을 담당하는 어드바이저가 목표 설정, 진척 평가, 특별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는
개별 모델(Primary Person Model)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즉시 어드바이저와 함께 일하며
프로그램 진행 전반 및 졸업 후까지 도움을 받습니다.
청소년 개발 철학의 원리는 LTW 모델의 모든 측면을 알려줍니다 청소년 개발은 단순한 징계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장점을 강조하는 접근법입니다. 청소년이 성장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건강하고 책임감있고 배려하는 젊은이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졸업을 위한 진로(P2G)
졸업을 위한 진로(P2G)는 18세에서 21 세 사이의 학생들이 TASCTM exam (구 GED® 시험으로 알려짐)을 봐서TM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하는 79학군 프로그램입니다 TASCTM 시험은 5섹션이며 7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및 점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졸 학력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 외에도 P2G학생은 대학 진학 및 취업 기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학과 진로 코치는 학생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력 개발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과
유급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수업은 병원,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센터 및 고등학교 건물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개최됩니다.
P2G는 5개의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 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고등학교 대안 소개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의 108페이지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Path2Grad.org.

iv

학교 및 프로그램 등록
질문이 있거나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재 다니는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상의하시거나 관심있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또한 또한 고등학교 대안 소개센터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경험이 풍부한 뉴욕시 공립학교 카운슬러 또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센터
및 패밀리 웰컴 센터의 직원이 학교 재등록을 도와드립니다.
관심을 가진 학교/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선택

다음에 해야 할 일:

전통 고등학교

전통 고등학교에 등록하려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학교
위치나 연락 정보는 10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거치 학교

현재 다니는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상의하거나 거치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입학 면접 약속을 잡으십시오.

청소년 보로 센터 (YABC)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만나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십시오:
•
YABC 가이던스 추천양식 Y-1
•
YABC 과목 필수 양식 Y-2
•
성적증명서 사본
•
예방접종기록
처음 두 가지 서류는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함께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니고자 하는 YABC로 직접 가져오십시오. 현재
고등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유자격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패밀리 웰컴 센터로 가야합니다 질문, 우려사항 또는 상담일정은 각
YABC 시설의 YABCAP 감독관에게 연락하십시오. YABCAP 감독관은
일반적으로 오후 1시-9시에 통화할 수 있습니다.

속성 성취 학교

속성 성취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뉴욕시 고등학교 전형절차를
이용하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현재 다니는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상의하거나 추천센터에
방문하여 가까운 프로그램을 찾아 보십시오.

v

학교 및 프로그램 등록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모든 자치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학생들이 교육 옵션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각 추천센터는
학생들이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는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추천센터 직원들은 거치 학교나 YABCs에 학생들을 직접 등록할 수 없지만, 그들이 옵션을 좁히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 고졸 학력 인증서 (구 GED®) 인 경우 추천 센터 직원이 학생을 졸업을
위한 진로(P2G)에 등록시킵니다. 뉴욕시에 살고 있고 고등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고등 학교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21세 미만의 학생은 추천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 고등학교 성정증명서를 이해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와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를 위한 소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21세 이상이면,
방문합니다
http://schools.nyc.gov/
community/AdultEd 성인과 평
생 교육 사무소(OACE)를 통해서
무료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 최근의 성적 증명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있는 경우 가져 오십시오
가
개별 교육 계획 (IEP)의 사본이 있는 경우 가져 오십시오 서류 모두를 준비할
수 없다면 추천센터의 직원이 관련 문제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다면, 입구의 학교 안전 요원이 소개 센터에 전화해서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센터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생들은 학부모/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추천 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17 세 이하의
학생은 대안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
패밀리 웰컴 센터 직원들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지닌 모든 뉴욕시 가정의 등록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로 새로 이주하거나 곧 도시에 이주할 예정, 지정된 학교에서 문서화된 어려움(여행, 안전, 의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default.htm

추천센터와 패밀리 웰컴센터 위치는 본 안내서 107페이즈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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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 보는 방법
본 안내서는 자치구별로 섹션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는 색 표시,지도,, 거치 학교, 청소년 보로 센터(YABC),
졸업을 위한 진로(P2G)사이트의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 및 LYFE 센터의 프로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Sample Transfer School

•

DBN 00X00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

100 Luten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
이메일: email@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0/K000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A, C, F 타고 Street-Stop하차 또는 R 타고 Street-Stop 하차 후
버스 이용; F, G 타고 Stop-Street하차; F, M, R 타고 Number AvenueNumber Street하차
버스: 버스를 이용하여 Stop & Street 하차, 버스를 이용하여 Street
에서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이 부분에는 학교 방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록 현황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각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돕고 고등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샘플 거치 학교의 각 학생에게는 어드바이저가
배정되어 개별적인 학업조언과 진학 및 취업준비, 생활기술 개발 등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Learning to Work, 집중 읽기 쓰기, 리전트 & SAT 준비 과정
협력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관(CBO)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 탐구, spoken
workd & 디지털 미디어 과정

입학 정보
•
•

2

4

5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면접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학생들은 이전 학교 성적표와 예방접종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학생은 교직원과의 면접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학생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000

수행

3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000.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100%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연령 초과 또는 학점 미달 입니다

1

연락 정보

이 섹션은 디렉토리 각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있으며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공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학교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편의의 범우를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x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

등록 현황

학교에 일반적으로 등록된 총 학생 수.

입학 우선순위
입학 우선순위는 학생을 선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거주지 또는 연령에 따라 제한 또는
우선귄이 있습니다.

vii

학교 및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 보는 방법
예상 학년 구성
거치학교 및 YABC 프로그램은 학년 구성이 없습니다. 학생의 학점이 다양하므로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수강합니다.

3

수행

뉴욕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수업 및 학생들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안내서는 거치 학교와 YABC 프로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수행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nyc.gov/schools/
accountability.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각 거치 학교 및 YABC 프로필은 주로 가족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을 위해 고안된 성과 정보의 요약 보고서인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거치 학교 프로필은 공식적인 학교 방문에 기초한 숙련된 교육전문가가 평가하는 교육수준 검토 평가가
포함됩니다 교육전문가는 교실을 관찰하고 학교 전반의 관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 학생, 교사 및 학교
대표와 대화합니다. 학교는 다음 지표에서 탁월, 우수, 보통,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습니다:
교과과정: 교과과정이 얼마나 흥미 있으며 수준이 높나요?
지도: 교수법과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학생 학습 능력 평가: 학교가 학생의 학습 상태를 얼마나 잘 평가하나요?
높은 기대: 높은 기대가 얼마나 분명하게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달됩니까?
교사 협력: 교사들은 서로 얼마나 잘 협력합니까?

연령 초과 또는 학점 미달인 학생들의 %
학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연령 초과 또는 학점 미달로 고려됩니다( 나이는 입학 연도의 12 월 31 일이며, 학점과
리전트는 입학시기 전임) :
연령

기준

16

11학점 미만;
또는 22학점 미만 그리고 0개 리전트 시험 통과

17

22학점 미만;
또는 33학점 미만 그리고 0개 리전트 시험 통과

18

33학점 미만 그리고 4개 미만 리전트 시험 통과

19세 이상

33학점 미만;
또는 44학점 미만 그리고 4개 미만 리전트 시험 통과
2개 미만 리전트 시험 통과

교육청 외부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기준으로 학점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리전트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령

기준

16

11학점 미만

17

22학점 미만

18

33학점 미만

19세 이상

44학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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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소개

각 학교에서 직접 작성한 해당 학교의 사명과 교육방식에 관한 간단한 설명.

커뮤니티 기반 기관 서비스
커뮤니티 기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이 서비스는 일부 학교 및 프로그램에서 거치학교 또는 YABC
등록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케이스 관리/카운슬링, 인턴십, 진로
계획 및 탐험, 가이던스 등이 있습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직업대비 교육(LTW)을 통해 참여하는 인턴십 중 대표적인 것들이 소개됩니다.

협력 기관
해당 학교 또는 프로그램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소개됩니다.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언어 수업, AP 수업
학교가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AP과목 및/또는 언어수업에 대한 설명.

과외 활동
일반적으로 방과 전 후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기재됩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로는 리더십 개발,
클럽, 출판, 민족/문화 관련 활동, 예술활동, 스포츠 및 연례 연극 프로덕션 등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일부 학교는 그들의 모든 기회를 나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특정 활동이 이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추가 정보를 구하십시오.

공립학교 체육리그(PSAL)
PSAL 대안 리그에 출전하는 남학생, 여학생, 남녀혼성 스포츠팀.

학교 스포츠
학교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 및 학교간 스포츠.

5

입학 정보

지원자 중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절차에 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각 거치학교는 개별적인 입학 범주를
결정합니다.

ix

특수교육 서비스
장애 학생은 이 안내서에 나열된 모든 고등학교, 프로그램 및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안내서에 제시된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을 받아들이면 그 학교는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IEP)
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IEP 팀은 학생과 가족을 환영하며 함께 IEP를 검토하여 학생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생의 필요를 더 잘 충족하는 방향으로 IEP를 상세히 다듬기 위해 IEP
팀이 소집될 수 있습니다. 통합 공동 교육(Integrated Co-Teaching, ICT) 또는 특수 학급(SC) 서비스를 받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꼭 같이 수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들은 IEP에 따라 개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때때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루 종일 혹은 하루 중 일부 동안 적절할 때마다 제공받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nyc.gov/schools/Academics/SpecialEducation.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뉴욕시 교육청(DOE)은 미국 장애 복지법(ADA)에 따라 운동 장애 또는 기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장애 학생들이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 건물은 여러 수준의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OE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심사하여 어느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각 학교 또는 프로그램은 사이트 접근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학교 건물
안에서 여러 개의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어느 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Functionally accessible 학교는 장애 학생이 과학 실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강당 및 체육관 등 건물 내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재배치하여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화장실 1개는 장애인용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 내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을 이용할 수 없ㅅ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세한 내용을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학교 내 모든 관련 공간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제공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학교는
부분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건물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엘레베이터 경사로가 있거나 없지만 제한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신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청(DOE) Office of Space
Planning SpacePlanning@schools.nyc.gov 로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공립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면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 목록을 조회하십시오 at www.nyc.gov/schools/Offices/OSP/
Accessibility.htm.

뉴욕주의 책임
뉴욕주 교육부(NYSED)는 뉴욕주의 자체 측정 기준에 근거해 학교들의 책임 현황을 결정합니다. 뉴욕주의 책임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NYSED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data.nysed.gov/.

x

영어 학습 학생(ELL)
영어 학습 학생(ELL)은 ELL 학생이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키고 학교, 대학 및/또는 직장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뉴욕시 교육청 학교로서 본 안내서에 기재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세 가지의 ELL 서비스 전달 모델이 제공됩니다.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독립적 ESL은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특정한 지도전략을 통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언어과목과 다른 교과영역 지도를 제공합니다. ESL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일부 학교는 독립적인 ESL
수업을 제공하는 반면에, 다른 학교들은 ESL지도를 다른 교과영역 수업과 통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모국어로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TBE)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TBE) 프로그램은 언어 과목과 다른 교과영역 지도가 학생의 모국어와 영어로 제공됨과
더불어 제2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도 병행합니다. 학생이 모국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학업능력을 사용하여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영어로 진행되는 지도는 증가하고 모국어로 진행되는
지도는 줄어듭니다.

이원언어 학급 (Dual Language: DL)
이원언어(DL)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 학생을 영어 능숙 학생과 통합하여 영어와 목표 언어 학습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지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원언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이원 언어 구사하고
이중 문화를 경험하고 졸업하도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2개 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게 됩니다.
학교의 ELL서비스에 관한 최신 정보는 직접 학교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학생(ELLs) 서비스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212-374-607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ELL 사무실 웹사이트를 참고바랍니다
www.nyc.gov/schools/Academic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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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했다 해도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17세가 되는
학년도의 마지막까지 학교에 다닐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LYFE(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은
뉴욕시 교육청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자녀에게 무료 보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LYFE 탁아 서비스 제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및 도우미들은 유아들에게 안전하고 포근하며 의미 있는 조기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와 동일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회복자사는 주간 개인 및 그룹
세션을 통해 자녀가 있는 학생을 우수한 추천 서비스에 연결시킵니다
교직원은 또한 학교 / 지역 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녀가 있는 학생이
성공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졸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제 79학군에 의해 운영되는 LYFE 프로그램은 자녀를 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GED 수료)을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우수한 탁아서비스와 학업 가이던스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LYFE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교육청 또는 프로그램(졸업을 위한 진로사이트의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을 포함함)에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여부는 교직원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 생후 8주에서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자녀는 최소 생후 8주 이상으로서 모든 필수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본 프로그램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만3세가 되는 학년도 마지막 때까지 LYFE 프로그램
제공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증명서
• 자녀의 아동 & 청소년 신체검사 양식
•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
• 본인의 OSIS 번호
일부 경우에는 서류가 처리 중인 동안에도 아이를 LYFE 탁아 서비스 센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 LYFE 장소에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학생은 반드시 자녀를 맡긴 LYFE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와 같은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LYFE 장소는 다음과 같이 찾아 보십시오:
• LYFE 위치 지도 온라인을 방문하세요 http://lyfenyc.org.
• 212-609-8520 LYFE 중앙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 거주하는 보로에 위치한 추천 센터에 전화해서 LYFE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본 안내서 각 보로 섹션 끝부분의 “LYFE Program Site Directory” 를 참고하십시오.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교직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LYFE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lyfenyc.org/

xii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xiii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xiv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졸업 요건
학생이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평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졸업 요건 카드를 포함한
졸업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
GraduationRequirements/default.htm.

xv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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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uro A. Schomburg Satellite Academy Bronx • DBN 12X446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1010 Reverend James a. Polite Avenue
Room 209
Bronx, NY 10459
전화: 718-518-3050
팩스: 718-589-3710
이메일: MVernon@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mburgsatelliteacademy.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2/X446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Arturo A. Schomburg Satellite Academy Bronx는 교육을
통해 젊은 정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대안 거치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공동체는 따뜻하고 인정 받습니다
학생들은 한 번에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합니다. 소규모 학급 및
블록 일정은 학업의 엄격함과 성공적인 수업 완수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시험이 아닌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를 통해 리전트 고등 학교 졸업장을 취득해서 대학과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주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어, 역사, 수학 및 과학 포트폴리오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영어 리전트를 통과해야합니다
우리는 학습자가 열심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전통을 지닌
창의적이고 자비 롭고 학문적으로 도전적인 공동체입니다.

주소:

지하철: 2, 5 타고 Prospect Avenue하차
버스: BX17 타고 164th Street & Prospect Avenue 하차;
BX6 타고 163rd Street & Prospect Avenue 하차; BX4 타고
163rd Street & Westchester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다가오는 학교 개방에 문의나 학교 방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718-518-3050로 본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프로그램: 취업대비 교육: 인턴십; 방과후 과외; 야간 수업; 현재
학교 수업, 방학 및 여름 학기
언어 수업: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협력 프로그램: Opening Act Improve, Lorenzo Dance Co.,
R.F. 미술 컨설턴트, 직업 대비 교육 프로그램의 East Side
Settlement House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최소한 10학점을 지닌 16세의 뉴욕시 거주자
최소한 14학점을 지닌 17세
최소한 19학점을 지닌 18세
최소한 28학점과 2 리전트를 지닌 19세
예상 학년 구성: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64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학생위원회,
Open-Mic Poetry, 노래, 댄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입학 정보
•

수행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X446.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Arturo Schomburg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Settlement House입니다.

3

지원자는 16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공해야 하며 학교의 대화형 면접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주소 증명서, 출생 증명서, 면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 절차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학교
공동체에서 학교 직원과 면담 /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Bronx Arena High School • DBN 08X537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수행

1440 Story Avenue
Bronx, NY 10473
캠퍼스: Soundview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860-5056
이메일: info@bronxarena.org
웹 사이트: http://www.bronxarena.org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6 타고 Hunts Point 하차 또는 2, 5 타고 Simpson
Street 하차 후 BX5 탐
버스: BX5 타고 Story Avenue & Colgate 또는 Bronx River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X537.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6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주소:

학교 소개
Bronx Arena High School은 교육부와 SCO 서비스 계열 사이
협력관계 입니다 우리는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학교에 다시 참여하고 대학, 직업 및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수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개인화된 학업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 학생들은 21 세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에서
일합니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14

프로그램: 취업 학습, 속성 학점 이수, iLearnNYC, Connected
Foundations, 기술 수업, 대학 및 진로 계획, 유급 인턴십
협력 프로그램: SCO Family of Services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농구 클럽, 아프리카 댄스, 테크 스쿼드,
대학 투어

입학 정보
•

Bronx Arena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SCO Family of Services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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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Arena는 1 년 내내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는 매월 (6 월, 7 월, 9 월에 두 번씩)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자는 718-860-5056 전화를 걸어
오픈하우스 일정을 문의하십시오.
학생들과 학부모/보호자는 해당되는 경우 현재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출석 기록 및 IEP를 제공해야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절차를 완료하면 통보를
받습니다.

Bronx Community High School • DBN 08X377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1980 Lafayette Avenue
Bronx, NY 10473
캠퍼스: Adlai E. Stevenson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892-1026
팩스: 718-892-6941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8/X377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Bronx Community High School (BCHS)은 뉴욕시 선교 협회와
협력하여 무단 결석자이거나 학교를 그만 둔 젊은이들을 위해
고안된 소규모 거치학교입니다. BCHS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각 학생에게는 25 명 이하의 학생들과 일하는
고문이 배정됩니다. BCHS는 학생들이 추가 학점을 얻을 수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속성 학점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에 졸업 후의 계획과 직업 대비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졸업하게 됩니다.

주소:

지하철: 6 타고 Parkchester 하차 후 BX36, BX39 탐

프로그램: BCHS는 직업대비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인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화법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교환 능력을 포함한 기초적인 언어 및 수리 능력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버스: BX36, BX39 타고 Pugsley & Lafayette Avenues 하차;
BX5 타고 White Plains Road & Story Avenue(쇼핑 센터 뒤)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언어 수업: 스페인어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뉴욕시 선교 협회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80

과외 활동: 중재 카운슬러와 일주일에 두 번 그룹 회의, 또래
상담, 소그룹 교육, 또래 개인지도

입학 정보
•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77.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
•

Bronx Community High School 의 LTW파트너는
New York City Mission Societ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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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Community High School은 16 세이며 최소한 1년을
다른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며 최소 6 학년 읽기 수준을 지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th grade
reading level.
5-10학점을 지닌 16세의 학생; 10-25학점을 지닌 17세의
학생; 25학점을 지닌 18세 이며 2번의 리전트 시험에서
65점을 이상을 받은 학생 BCHS는 스티븐슨 (Stevenson)
캠퍼스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학 정원 5월 초순 10 월 (가을 입학).
신청 방법: 약속을 위해 학교에 전화하거나 걸어
들어오십시오. 학생들은 오픈 하우스에 참석해야하며
인터뷰 및 입학 과정에 참여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 주소 증명서, 출생 증명서, 연락 정보,
면역 증명서 및 RISA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학부모 / 보호자에게 전화로
통보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하며
학교 공동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Bronx Haven High School • DBN 07X381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st

333 East 151 Street
Bronx, NY 10451
캠퍼스: Alfred E. Smith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292-3638

주소: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각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을 돕고 고등교육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Bronx Haven High
School 의 학생들에게어드바이저가 배정되어 개별적인
학업조언과 진학 및 취업준비, 생활기술 개발 등을 돕고
있습니다. East Side House Settlement와의 제휴 관계는 사회
봉사, 대학 탐방 및 의미 있는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팩스: 718-292-6065
이메일: BronxHaven@eastsidehouse.org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8/X381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적으로 접근 가능

프로그램: 취업 학습, 집중 읽기 쓰기, 리전트 및 SAT 준비 과정,
속성 학점 이수, 학업 지도학습 (여름을 포함한 학기 포함), 자문
그룹, 대학 및 직업 준비, 유급 인턴십, 취업 준비 프로그램, 기술
과정

지하철: 2, 5 를 타고 3rd Avenue-149th Street 하차
버스: BX2, BX25, BX26, BX29, BX30, BX41 타고 149th Street &
Courtland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지원자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정보를
얻고 우리와 약속을 잡아야 한다. 거치 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그들의 고등 학교 성적표
사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하우스는
필요에 따라 일년 내내 설치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날짜를
물어보세요.

언어 수업: 스페인어
협력 프로그램: East Side House Settlement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 탐구,
spoken workd & 디지털 미디어 과정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농구, 학생 참여에 따라 다름

등록 현황

입학 정보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92

•
•
•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81.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ronx Haven High School 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House Settl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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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x Haven High School은 16 세이며 최소한 1년을 다른
B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 봄 (가을 입학), 11 월 (12 월 입학).
신청 방법: 학교에 연락하고 예약 일정을 잡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는 반드시 오픈 하우스, 인터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 RISA, 면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 후에 전화와 우편으로 통지
받을 것이다.

Bronx Regional High School • DBN 12X48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1010 Reverend James a. Polite Avenue
Bronx, NY 10459
전화: 718-991-2020

1980년에 설립된 Bronx Regional High School는 주로
브롱크스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12학년의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브롱스 지역은 장소입니다. 학생과 직원들이 돌보고 양육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며 다양한 교육 경험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한 열정,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헌신,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조사의 개방성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미래의
교육, 직업 및 개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존감과 권한을
증가시킵니다.

주소:

팩스: 718-617-0257
이메일: mrodrig46@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2/X480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지하철: 2, 5 타고 Prospect Avenue하차
버스: BX17 to 164th Street & Prospect Avenue; BX6 to
163rd Street & Prospect Avenue; BX4 to 163rd Street &
Westchester Avenue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Modesta Rodriguez와의 대화를 하거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프로그램: 캠퍼스 내 LYFE(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직업대비 교육 (LTW)
협력 프로그램: Montefiore Medical Center, Hunter College,
Lehman College, Grow NYC, North Central Bronx 병원,
Minnie 's Food Pantry, East Side House for Learning to
Work 프로그램

등록 현황

과외 활동: 오후 학교, 방과후 과외, 연장 수업- 창의적 예술 팀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학생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37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녀 농구, 남녀 소프트볼

입학 정보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480.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Bronx Regional는 16 세 이상의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years 최소 16 학점.

•

입학 정원 8 월 -10 월과 1 월2 월.

•

신청 방법: 학생 지원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에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학교에 전화해야 합니다. 교감은
가이던스 팀 구성원과 약속 및 회의를 소집합니다.
학생 지원자 및 학부모 / 보호자는 현재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팩스로 보내거나 미리 제출할 수
있음).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지정된
좌석이
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ronx Regional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Hous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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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tona Academy High School • DBN 07X321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1211 Southern Blvd
Bronx, New York 10459
전화: (718) 860-5370

South Bronx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SoBRO)과 협력하는 Crotona Academy High School은 모든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수학 및 읽기 쓰기 치료로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실현하는 학교입니다. Crotona Academy는 학교에서
뒤쳐지고 다른 종류의 고등학교 경험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높은 학업적
표준에 부합하고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이수합니다.

주소:

팩스: (718) 860-5371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7/X321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 역량 기반 및 표준 기반 학습, 취업
학습, 현재 학교,인터넷 기반 수학 및 영어 학습, 유급 인턴십,
대학 및 취업 준비

지하철: 2 또는 5라인을 타고 Freeman Avenue 하차
버스: BX19 타고 Freeman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 있는 학생은 7 (718) 860-5370로
전화하여 면접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 프로그램: SoBRO
과외 활동: 방과 전 및 방과 후 지도학습, 지역사회 봉사, 인턴십,
문화 및 학업적 심화 견학, 대학 견학, Green House 프로젝트,
청소년 성 건강, 건강, 복지 및 영양에 대한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최소한 고등학교를 1년을 다닌 16세의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50

입학 정보

수행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21.pdf
교과과정: 개선 중(Developing)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Crotona Academ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SoBR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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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6세 years 최소 10 학점; 17 최소 17 학점 2번
리전트 시험 통과; 18세 years 최소 20 학점 2번 리전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는 면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성적표, 주소 증명서, 면역 증명서, 다른 적용 가능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LLIS – English Language Learners and International Support Preparatory • DBN 10X397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99 Terrace View Avenue
Bronx, NY 10463
전화: 718-220-1889
팩스: 718-901-5928
이메일: NVega12@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0/X39
장애인 편의시설:

ELLIS Preparatory Academy는 16 세에서 21 세 사이의 새로
도착한 이민자 영어 학습자 학생 단체에게 제공되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공식 교육이 중단되거나 그 외의 제한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리전트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ELLIS 학생들은 매년 두 가지 학업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3 년 동안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연장 된
학교로서, ELLIS 학년은 9 월에서 7 월까지 지속됩니다. 보충
기회는 CUNY College Now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동기를 지닌 학생들은 지역 대학의 College
Now 기관 및 과학 연구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학은
ELLIS학생들의 목표로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2012년 첫 학기의
50%이상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주소:

지하철: 1 을 타고 Marble Hill - 225th s 하차
버스: Bx1, Bx10, Bx7, Bx9, M100
오픈하우스 정보: 학교 개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ISA, YMCA 및 Bronx Arts Ensemble, 뉴욕 시립
대학 (CCNY)의 고성능 학습 연구소, 미국 화학 학회 프로젝트
SEED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384

과외 활동: 이번 학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입학 정보

수행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97.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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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최소한 만 16 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1 년
과정을 마쳐야합니다.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Jill Chaifetz Transfer School • DBN 07X379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778 Forest Avenue

Jill Chaifetz Transfer High School은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무단 결석이 지나치게 많았던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소규모 거치 학교 입니다. 교육청과
BronxWork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 된 본교의 사명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 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대학교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BronxWorks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학업 지원과 사회
봉사 활동을 제공함으로서 학생을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Bronx, NY 10456
전화: 718-402-2429
팩스: 718-402-3120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7/X379 또는
http://jillchaifetztransferschool.weebly.com/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히 갖춘 편의시설
지하철: 2, 5 타고 Jackson Ave 하차; 2, 5 타고 Prospect Ave
하차

프로그램: 직업 대비 교육, 종합 지원 서비스, 리전트 준비, 유급
인턴십

버스: BX36 타고 Arthur Avenue 하차; BX15, BX40, BX42,
BX55 타고 East Tremont & 3rd Avenues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본교는 지역사회 방문객, 학부모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BronxWorks, Astor 서비스, CATCH 프로그램
과외 활동: 리더십, 모든 과목의 개인지도, 오후 학교

클럽: 스포츠, 농구, 피트니스, 미술, Community Garden

등록 현황

입학 정보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16

•

•
•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79.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51%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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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l Chaifetz 거치 고등학교는 16 세의 이상의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years 지원자는
16세 이상이며 다른 고등학교에 최소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입학 정원 가을과 봄; 12 월에 제한된 등록.
신청 방법: 참고하십시오 www.jillchaifetztransferschool.
weebly.com 학교 개방 날짜는 학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주소 증명서, 출생 증명서, 면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은 교직원과의 면접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전화/편지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Mott Haven Community High School • DBN 07X557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455 Southern Boulevard
Bronx, NY 10455
전화: 718-665-8512
팩스: 718-665-8518
이메일: hspadac@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7/X557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Mott Haven Community 고등학교의 사명은 나이가 많고
학점이 미달인 학생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성 요소는 자문 프로그램, 멘토 프로그램,
개별화 된 교육 계획 및 인턴십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대학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 준비된 고등 학교 졸업장을 지니게 됩니다.

주소:

지하철: 2, 5 타고 Jackson Av 하차; 6 타고 E 143rd St-St
Mary’s St 하차

프로그램: 자문 프로그램, 개별 교육 계획, 취업 학습, 인턴십,
유급 인턴십 기회, SAT 및 리전트 준비 과정, 수업 전및 후 과외,
속성 학점 이수,중등 과정 이후 상담

버스: BX17, BX19, BX33, BX4
오픈하우스 정보: 다가오는 학교 개방에 문의나 학교 방문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718-665-8512로 전화하십시오

언어 수업: 스페인어
협력 프로그램: East Side House Settlement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 세 이상인 Bronx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다음 16 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42

과외 활동: 댄스, 음악, 견학, 지역사회 봉사,농구, 야구, 소프트볼

수행

•
•

입학 정보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557.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Mott Haven Communit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House Settl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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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t Haven Community 거치 고등학교는 16 세이며
최소한 1년을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 8 월 -9 월, 12 월 -1 월, 5 월 이후 (9 월 입학).
신청 방법: 718-665-8512번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hspadac@schools.nyc.gov오픈 하우스로
오시거나 718-665-8518로 서류를 팩스로 보내 주시면
학교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직접 면접이 요구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RISA, 면역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면접을 신청하고 완료 한 후 1
주일 이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PULSE - Providing Urban Learners Success in Education High School • DBN 10X319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th

주소:	
560 East 179 Street
Bronx, NY 10457
전화: 718-294-0230
팩스: 718-901-5928
이메일: cwiggins3@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0/X319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Providing Urban Learners Success in Education (PULSE)
고등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킵니다 이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은 도전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과목을 배우게됩니다. FedCap
-Wildcat Service Corporation과 협력하여 PULSE 고등학교는
학업, 지역 사회 기반 파트너, 학생 인사 서비스 및 가족 지원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연계는 도전적이지만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에서 활발하고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을
생산합니다.

지하철: 4 를 타고 Burnside Avenue에 하차; B, D 를 타고
Tremont Avenue에 하차

프로그램: 직업 대비 교육, 과학 수사학, 물리 및 응용 수학 수업,
Bronx Community College, Bronx Community College의
금요일 캠퍼스 이니셔티브

버스: BX36 타고 Arthur Avenue 하차; BX15, BX40, BX42,
BX55 타고 East Tremont & 3rd Avenues 하차

협력 프로그램: Wildcat Service Corporation, Bronx
Community College, 극장 개발 기금, 링컨 센터, 맨해튼
극장 클럽, 미국 자연사 박물관, 카네기 홀, 학교의 타임
워너 스튜디오, 각자의 청소년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Peter
Westbrook 재단

학교 개방 정보: 학교 개방은 봄에 시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7 세 이상의 Bronx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다음 17 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36

과외 활동: 연장 수업/오후 학교

입학 정보
•

수행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X319.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The LTW partner for PULSE is FedCap - Wildcat Servi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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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적어도 17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years
고등학교를 1년은 다녀야 합니다.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학점의 입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은 입학에 필요한 학점의 사례별로 이루어 집니다.
주요 섭취량 5월(가을 학기 입학), 1월 (2월 입학).
지원 방법: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언제든지 학교에
전화하십시오. 학교는 면접 기간에 가까운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다시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일정이 잡힌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러 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현재 성적 증명서, RISA,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서
및 업데이트 된 IEP (해당되는 경우)를 제공해야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 후 일주일 안에 전화로 통보
받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
받게됩니다.

Adlai E. Stevenson Campus YABC • DBN 08X50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1980 Lafayette Avenue
Bronx, NY 10473
호스트 스쿨: Bronx Community High School
캠퍼스: Adlai E. Stevenson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792-8264
팩스: 718-829-4139
이메일: gdelacruz@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yabcstevenson.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507.pdf
5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주소:

학교 소개
그들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이 요구 사항을 완수하여 졸업하고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파트너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우리는 경험을 가능한 풍부하고
보람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하철: 6 타고 Parkchester 하차한 후 BX36, BX39 탐
버스: BX36, BX39 타고 Pugsley & Lafayette Avenues하차;
BX5 타고 White Plains Road & Story Avenue (shopping
center 뒤)하차
등록 연락처: Ms. G. Marte: 718-792-8264, 내선 11104
오픈하우스 정보: 예약을 하려면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유급 인턴십, 개인 및 그룹 상담, 직업 기회, 대학 견학,
출석 지원, 가족 참여, 대학 기획 및 탐사
인턴십 하이라이트: YMCA, Preschool, PS 138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Bronx Community
College, Sullivan County Community College, Dutchess
Community College

등록 & 입학 정보

언어 수업: 스페인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ß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과외 활동: 브로드 웨이 쇼, 농구 경기, 공원 견학, 대학 견학
레크리에이션 활동: 농구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Adlai E. Stevenson YABC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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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E. Smith Campus YABC • DBN 11X456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333 East 151st Street
Bronx, NY 10451
호스트 스쿨: Bronx Haven High School
캠퍼스: Alfred E. Smith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High School
전화: (718) 993-1706 or (718) 993-1846
이메일: Amilton2@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456.pdf
5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The Alfred E. Smith Campus YABC 프로그램은 학생들과의
연결, 옹호 및 상담을 지원, 유급 인턴십, 대학 및 직업 상담
/ 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우리의 사명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기관인 East Side House
Settlement와 교육부 간의 협력은 우리 성공의 핵심입니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의 학업 / 사회적 성실성과 성공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발전
시켰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소규모 학급에서 협동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배웁니다. 리전트 준비, 선택 과목 및 개별화 된 개인지도가
제공됩니다.

지하철: 2, 5 타고 3rd Avenue-149th Street하차
버스: BX2, BX25, BX26, BX29, BX30, BX41 타고149th Street &
Courtland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Andrew Buckley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Daniela Perez (수석 컨설턴트) 718-993-1706 또는
(718) 993-1846로 전화하십시오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 방문 /
견학은 요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등록 연락처에
전화하거나 Facebook이나 Twitter에서 우리를 찾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amilton2@schools.nyc.gov.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직업대비 교육, 개인, 개인 및 그룹 상담,
유급 인턴십, 직업 / 대학 준비, 직업 탐구 및 상담 (이력서 작성
및 모의 면접 포함), 위기 개입, 중재, 외부 기관 소개, 사례 관리,
지도학습, 출석 지원 & 도움, 지역사회 및 자원 봉사 프로젝트,
SAT 준비, CUNY 보조금.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인턴십 하이라이트: 노인 복지 센터, 탁아소, 음악 제작, 패션
협력 프로그램: East Side House Settlement, Morgan Stanley,
Bronx Community College, The Door, Hostos Community
College, Mercy College, New York Cares, RAPP - 관계 남용 및
예방 프로그램, 계획된 학부모, 기술 직업 연구소
언어 수업: 스페인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 뉴스 레터, 학생 옹호 단체, 가족 행사, 레크리에이션
여행, 도시 탐험 사냥, 자원 봉사 프로젝트, 대학 박람회 및 여행,
교직원 대 학생 농구 경기 , 공휴일 저녁 식사, 단결의 저녁 식사
클럽: 시, 리더십, 제빵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플래그 풋볼, 소프트볼

Alfred E. Smith Campus의 LTW파트너
YABC 는 East Side House Settl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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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Columbus YABC • DBN 11X41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925 Astor Avenue
Bronx, NY, 10469
호스트 스쿨: Pelham Preparatory Academy
캠퍼스: Christopher Columbus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944-3689
팩스: 718 944-3682
이메일: Jjimenez11@schools.nyc.gov
웹 사이트: www.cchsyabc.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Christopher Columbus High School에서 YABC의 사명은
학생들이 도시와 주 표준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엄격하고
혁신적인 대학 준비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파트너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 교육 및 의미 있는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장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기반으로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특별한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최신 IEP사본을 요청합니다.

지하철: 2, 5 타고 Pelham Parkway하차
버스: BX8 타고 Williamsbridge Road & Astor Avenue하차;
BX12 타고 Bronxwood Avenue하차; BX26 타고 Allerton
Avenue & Boston Road하차; BX39 타고 Boston Road & Astor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Jovana Miranda 718-944-3444, Darkis
Rodriguez: 718-944-3500 내선 3613
오픈하우스 정보: 다가오는 오픈 하우스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거나 방문 일정을 잡으십시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금요일에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Room 129에서, Jovana Miranda에게
718-944-3444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일반 가족 상담, 대학 계획 및 탐구, 정보 상담, 직업 준비
워크샵, 유급 인턴십, 직업 상담, 고등 기획 및 탐험, 지도학습,
출석 원조, 주간 재정 보조 워크샵, 학생 자문위원회

등록 & 입학 정보

과외 활동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상담, 직업 준비 워크샵, 대학
방문, 직업 박람회, 대학 및 직업 박람회, 건강 박람회, 댄스 및
연극 재능쇼, 패션쇼, 박물관, 브로드 웨이 쇼 및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뉴욕을 탐험하는 여행

인턴십 하이라이트: Morris Park Day Care Center,
Morningside House, Bronx House, Jacobi Hospital, Hebrew
Home, Morris Pre-School, Law Offices in the Bronx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Bronx Community
College, College of Westchester, Monroe College, City Tech,
Co-Op Technical High School
언어 수업: 스페인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클럽: 농구, 자문위원회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남녀 혼성 농구,배구, 플래그 풋볼,
소프트볼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417.pdf
4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Christopher Columbus의 LTW 파트너
YABC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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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itt Clinton Campus YABC • DBN 10X668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100 West Mosholu Parkway South
Bronx, NY 10468
호스트 스쿨: DeWitt Clinton High School
전화: 718-543-1000 내선번호 1024
팩스: 718-548-0036
이메일: vjackso7@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668.pdf
41%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주소:

학교 소개
Good Shepherd Servic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DeWitt
Clinton High School의 YABC는 연령이 초과되고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장려하는 양육하고
참여하는 안전한 학업 및 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하는 엄격한 표준
기반 및 학생 중심의 교과과정을 고안합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각 학생에게는
함께 학생을 지도하고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학생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학업 및 옹호 카운슬러가 배정됩니다.

지하철: 4 타고 Mosholu Parkway하차; B, D 타고 Bedford
Blvd하차
버스: Bx1, Bx10, Bx16, Bx2, Bx26, Bx28, Bx34, BxM3, BxM4
등록 연락처: Veronica Jackson 교감 718-543-1000
내선번호 1024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
시부터 7시 30 분 사이에 102 방에서 YABC 를 방문할 수 있으며
단 금요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방문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vjackso7@schools.nyc.gov
718-543-1000 내선번호 1024로 전화 할 수 있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그룹 상담, 경력 탐구 (이력서 준비 및 취업
준비 워크샵 포함), 유급 인턴십, 외부 기관 소개, 중등 과정 이후
계획, SAT 준비, 대학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탐사, 대학 기획 및
탐사 (대학 방문 / 견학 포함,재정 지원 및 대학 지원), 지역사회
건설 여행 및 행사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대학 견학, 현장학습, 인센티브 현장 학습, 기념 행사,
남성 및 여성 단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남학생 농구

Dewitt Clinton YABC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16

Herbert H. Lehman YABC • DBN 08X408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3000 East Tremont Avenue
Bronx, NY 10461
호스트 스쿨: Herbert Lehman High School
전화: 718-904-4280
팩스: 718-904-5070
이메일: msmallh@schools.nyc.gov

Herbert H. Lehman YABC는 학부모 및 East Side House
Settlement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업적으로 도전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양육 환경은 학생들을 참여시켜 학생들이 고등학교
및 사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학교 공동체는
성공, 높은 기대, 창의력 및 긍정적인 시민 자질을 강조하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웹사이트: www.lehmanyabc.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Lehman YABC의 East Side House
Settlement 담당 직원은 지원을 통해 모든 YABC 학생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East Side
House 프로그램은 모든 YABC 학생들의 학업, 개인, 직업 및
사후 목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며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에는 출석
지원 및 지지, 참여 클럽 및 그룹, 여행, 초청 연사, 신청비 재정,
이력서 작성 및 경력 계획 지원, 유급 인턴십, 전문 개발 워크샵,
취업 지원, 사회 지원 서비스 및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하철: 6 타고 Westchester Square-East Tremont Avenue
하차
버스: BX8, BX9, BX40, BX42 타고 Westchester Square & East
Tremont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Martin Smallhorne, 교감: East Side House
Settlement 프로그램 책임자, Hiedi Sheffer, 718-904-4280;
917-863-0142
오픈하우스 정보: 캠퍼스 견학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중 오후 4
시에서 8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East Side House Settlement, Allstate,
Pena & Kahn Law Firm, American Awning & Sign Co., Alex
Family Group Daycare, 1800fixit.com, New York Botanical
Gardens, Westchester Square Arts Alliance, Jacobi Medical
Center, Personal Touch Homecare, Bremi, Inc.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East Side House Settlement, CUNY,
Montefiore Medical Center, Workforce1, Castle Hill Library,
Lehman TV, College Goal NY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직업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이벤트, 뉴욕 시립 박물관 및 문화 유적지 견학, 야간 대학 견학,
브로드 웨이 쇼, 프로 스포츠 행사, 무도회, 성령 주간, 대학 농구
팀3개의 농구 대회, 학교 바비큐 &카니발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408.pdf

클럽: 체스, Enlighten (MEN), 여성 권한 부여, 살사 클럽,
애니메이션 클럽, 핫 토픽 토론 그룹, 도서, 체스, 토론, 학교
앨범, 디지털 미디어 및 영화 제작, 웹 디자인, 지역사회 봉사
활동, 학생회

4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요가, 댄스, 농구, 플래그 풋볼, 킥볼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Herbert H. Lehman High School YABC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House Settl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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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ABC at James Monroe Campus • DBN 12X428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300 Boynton Avenue
Bronx, NY 10472
호스트 스쿨: Metropolitan Soundview High School
캠퍼스: James Monroe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860-8287
팩스: 718-893-3262
이메일: cshabazz@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James Monroe Campus의 YABC는 가족 및 지역사회 단체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학생들에게 지원, 보살핌,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학생들을 돕기 위해
엄격하고 혁신적이며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영어 학습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수업 일수와 주말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고용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사회
봉사 및 정신 건강 진료를 제공합니다

지하철: 6 타고 Elder Avenue하차
버스: BX4 타고 Boynton & Westchester Avenues 하차;
BX27 타고 Boynton Avenue 하차; BX36 타고 E. 174th Street &
Bronx River Avenue 하차
등록 연락처: Cathy Ayoub: 718-860-8187
오픈하우스 정보: 우리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학교 시간에 방문가능하며 금요일만 오후
3 시부터 6 시까지 방문하는 개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인 Good Shepherd Services는 학생들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개별 및 그룹 상담,
학업 지원, 대학 기획 및 탐구 (대학 지원, 재정 지원, 대학
방문 및 견학 포함), 중등 과정 이후 계획, 유급 인턴십, 직업 및
노동력 개발 (커버 레터 & 이력서 작성 워크샵& 모의 면접),
지역사회 모임, 갈등 해결 워크숍,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 및
직업 윤리, 건강한 관계, 가정 폭력, 법률 보조, 이민.
인턴십 하이라이트: Bronx Suspension Center, Sonia
Sotomayor Community Center, YMCA, Armory Dog and Cat
Hospital, Bronx River Community Center, Sharon Baptist
Daycare, South Bronx Concern Citizens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Health
Department, Planned Parenthood, Covenant House,
Neon Program, BEOC, Civilian Complaint Board, Bronx
Works,YMCA, Y-Roads, Moody’s, Facebook, Google,
ACCESS‑VR, Bronx DA Office, Henkels and McCoy, Year-Up
언어 수업: 스페인어, 프랑스어

수행

과외 활동: 오프 사이트 프로젝트 기반 활동, 사교 모임,
필라델피아와 보스턴의 역사적인 여행, 인센티브 여행 및
이벤트, 건강 및 웰니스 위크, 미래 포커스 대학 및 커리어 데이,
농구 팀, 교내 활동.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YABC_X428.pdf

클럽: 시, 생존자 포럼, 남성 및 여성 그룹, V-Day

6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James Monroe Educational Campus의 LTW파트너
YABC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18

John F. Kennedy YABC • DBN 10X504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99 Terrace View Avenue
Bronx, NY 10463
호스트 스쿨: Bronx Theatre High School
캠퍼스: John F. Kennedy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817-7400 내선번호. 6104
팩스: 718-329-0433
이메일: JBarron4@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504.pdf
5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주소:

학교 소개
Good Shepherd Services와 협력한 The Kennedy Campus
YABC은 전통적인 시간대에 고등 학교를 마치는 것을 방해
받은 가족이나 취업 책임을 지닌 고학년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하철: 1 타고 225 Street 또는 231 Street 하차
버스: BX1, BX2 타고 West 231st Street 하차; BX7 타고
West 225th Street & Marble Hill 하차 ; BX9 타고Kingsbridge
Road & West 225th Street 하차; BX10 타고 West 231st Street &
Tibbett Avenue 하차
등록 연락처: 교장 선생님, James Barron, 718-817-7470 또는
Good Shepherd Services 책임자,Jennifer Rodriguez-Irizarry,
718-817-7400 내선번호 1385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방문하거나 둘러보기를 원하면
Good Shepherd Services’ 사무실, 718-817-7400 내선번호
1385로 예약하십시오.
th

st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급 인턴십, 현장 견학,직업 준비 워크샵, 진로
탐색, 현장학습, 전문 개발, 개인 청소년 옹호자, 일대일 사례
관리, 그룹 상담, 외부 기관 추천, 야간 대학 견학, 지역 대학
당일 치기, 교육 워크샵, 추천 서비스, 생활 기술 훈련, 이력서
작성 및 작문, 모의 면접, 이중 언어 직원 (스페인어)
인턴십 하이라이트: Burlington Coat Factory, Jewish Home
Care, Schervier Nursing Home, Children’s Learning
Company, Kidville Riverdale, Nicholas Cardell, Book Culture,
Kingsbridge Heights Community Center, Riverdale YM &
YWHA.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최소 17 학점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콜롬비아 장로교, Mt. Sinai, FDNY,
Roundabout Theater, Van Cortlandt Park Forest
Restoration, NY Cares, SUNY Binghamton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학생위원회, 명예 학생 단체회, 사진술, 비디오
촬영, 비즈니스 기업, 음주 운전 방지 학생(SADD), Driver’s Ed.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코드 농구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John F. Kennedy YABC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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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on Campus YABC • DBN 10X503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2780 Reservoir Avenue
Bronx, NY 10468
호스트 스쿨: High School for Teaching and the Professions
캠퍼스: Walton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329-7380, 내선번호. 3012
이메일: tlopez3@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X503.pdf
4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주소:

학교 소개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적 어려움에 도움이되는 지원 환경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대학 및
직업 상담, 인턴십 및 취업 준비 워크샵을 제공하는 사회 지원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지하철: D, 4 타고 Kingsbridge Road 하차
버스: BX1, BX2 타고 Grand Concourse 하차; BX20 타고
Kingsbridge Road 하차; BX26, BX28 타고 Jerome Avenue &
Kingsbridge Road 하차; BX38 타고 University & Riverdale
Avenues 하차
등록 연락처: Jesus Hrnandez, 프로그램 책임자, Good
Shepherd Services: 718-329-7380, 내선번호. 3222 또는 3221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Jesus Hernandez에게 연락하여
방문 및 / 견학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옹호 카운슬러, 개인, 가족 및 그룹 상담, 위기 개입 및
중재, 외부 소개, 구직 지원, 이력서 작성, 경력 상담 / 탐구
(특정 직업에 대한 대학 검색 포함) , 대학 박람회, 대학 지원 및
재정 지원 양식, Summer Bridge Program (CUNY 배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학업 지원), 대학 에세이 작문, 유급 인턴십, 취업
준비 워크샵, 동료 상담 (학생들은 리더십 능력, 듣기 기술 및
문제 해결법을 배우게됩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최소 17 학점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Bronx
Community College
언어 수업: 스페인어
클럽: 자원 봉사, 학생회, 레크리에이션 여행, 교육 여행, 자선
행사 (예 : 음식 부엌에서의 자원 봉사, 에이즈 걷기), 연회,
고등학생 여행, 레크리에이션 여행 (예 : 워싱턴 DC, 학교 전체
피크닉), 6 월의 시상식, 2 월과 6 월 졸업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소프트볼, 축구

Walton Campus의 LTW 파트너 YABC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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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Pathways to Graduation/Referral Center at Bronx Regional High School
등록하려면 졸업을 위한 진로 (이전의 GED® 플러스로 알려진),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 대안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천 센터에서 학생들은 추천 카운셀러
와 1 대 1로 만나 옵션에 대한 개요를 받고, 학업의 역사, 미래 목표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을 논의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천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졸업을 위한 진로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고등학교 대안 교육에 대한 조언과 해당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지원 서비스(탁아 서비스, 상담 및 약물 치료)와 연계시켜 줄 것입니다. 21세 이하 뉴욕시 거주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원하고, 학교와의 재 연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센터에 가야합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
•
•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고등학교 성정증명서를 이해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으십시오.

Bronx Pathways to Graduation Hub/Referral Center at Bronx
Regional High School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010 Rev. James Polite Avenue

졸업을 위한 진로 학생들이 고졸 학력 인증서 (이전의 GED®
알려진)를 취득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거나
경력을 쌓게 합니다. 18-21세 학생들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세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집니다. The Bronx는 지니고 있습니다. Staten Island
에는 여러 위성처와 함께 하나의 Pathways to Graduation
Hub가 있습니다.

전화: 718-518-3320 팩스: 718-518-4009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지하철: 2, 5 타고 Prospect Avenue 하차
버스: Bx4 타고 3rd Avenue 하차; Bx6 타고 Prospect Ave./
E.163rd St 하차; Bx15 타고 3rd Ave/E. 163rd St 하차; Bx17
타고 Prospect Ave./E. 165th St하차; Bx21 타고 Boston
Rd/E.165th St 하차; Bx35 타고 E. 169th St./Tiffany St.하차

등록 & 입학 정보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18 세 ~ 21 세 이어야 합니다. (17 세이면 참작할 만할 상황,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방문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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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Bronx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풀타임 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Bronx Pathways to Graduation Hub/Referral
Center at Bronx Regional High School
• ELL 서비스: ESL,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스페인어
• 읽고 쓰기 강화 교육*

1010 Rev. James Polite Avenue
Bronx, NY 10459

Pathways to Graduation at Adlai Stevenson HS

1980 Lafayette Avenue, RM 218,
Bronx NY 10473

718-794-7066

Pathways to Graduation at Argus

2038 Davidson Avenue,
Bronx NY 10453

718-731-6360

Pathways to Graduation at Bronx Educational
Opportunity Center

1666 Bathgate Avenue,
Bronx NY 10457

718-530-7011

Pathways to Graduation at Bronx NeON

198 E. 161st Street, 1st Fl
Bronx, NY 10451

718-590-5793

Pathways to Graduation at Bronx Community College 2155 University Avenue
Future Now
Gould Residence Hall, Room 512
Bronx, NY 10453

718-518-3320

718-289-5852

Pathways to Graduation at Bronx Youth Center

424 East 147th Street, 4th Floor,
Bronx NY 10455

929-285-3200 내선 3540

Pathways to Graduation at the Children’s Aid Society

1522 Southern Boulevard,
Bronx NY 10460

718-589-4441

Pathways to Graduation at Davidson Avenue

1732 Davidson Avenue
Bronx, NY 10453

718-299-5926

Pathways to Graduation at DeWitt Clinton
High School
• ELL 서비스: 전환적인 이중언어 프로그램:
스페인어

100 West Mosholu Parkway South,
Bronx, NY 10468

718-543-1000, 내선 2982

Pathways to Graduation at Mary Mitchell Family &
Children’s Center
• ELL 서비스: ESL, 이중언어 프로그램: 스페인어

2007 Mapes Avenue
Bronx, NY 10460

718-583-1765

Pathways to Graduation at North Central
Bronx Hospital

3424 Kossuth Avenue, 14th Floor
Bronx, NY 10467

718-519-4816

Pathways to Graduation at New Settlement
Apartments II

1614 Walton Avenue
Bronx, NY 10452

718-450-8466

Pathways to Graduation at Project Ready

55 East 175th Street
Bronx, NY 10453

718-466-3600, 내선 629

Pathways to Graduation at Workforce 1 at
West Farms

901 East Tremont Avenue,
Bronx NY 10460

929-888-9535 내선 113

Bronx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파트타임 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Adlai Stevenson

1980 Lafayette Avenue, Rm 218
Bronx, NY 10473

718-794-7066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Bronx Regional

1010 Reverend James Polite Ave
Bronx, NY 10459

718-518-3320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DeWitt Clinton

100 W Mosholu Pkwy S, rm 298
Bronx, NY 10466

718-543-1000, 내선 2982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Lehman
High School

3000 East Tremont Avenue
Bronx, NY 10461

718-51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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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LYFE Program Site Directory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는 무료 탁아서비스와 자녀가
있는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랍학교에 등록되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만 LYFE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LYFE프로그램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당신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 경우 LYFE 센터에 212-609-8520로 직접 문의하거나 귀하의 자치구의 추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 사이트 위치

주소

연락 번호

대중교통

Theodore Roosevelt Educational
Campus (Belmont Preparatory
High School)

500 East Fordham Road
Bronx, NY 10458

718-733-4559,
내선 776
212-609-8531

지하철: D 타고 Fordham
Road하차
버스: 60, 61, 62, BX9, BX15,
BX55

William Howard Taft Educational
Campus

240 East 172nd Street
Bronx, NY 10457

718-410-4060,
내선 5234
718-410-4000,
내선 5006

지하철: B, D 타고 170th
Street 하차
버스: BX32, BX1, BX2

Performance Conservatory
High School

1619 Boston Road
Bronx, NY 10472

718-991-0860

지하철: 2 타고 174th Street
하차
버스: BX21, BX19

Bronx Regional High School

1010 Reverend James A.
Polite Avenue, 1st Floor
Bronx, NY 10459

718-378-0405
718-842-0591

지하철: 2, 5 타고 Intervale
Avenue 하차
버스: BX17, BX6, BX4

Bronx Regional High School

1010 Reverend James A.
Polite Avenue, 3rd floor,
Bronx, NY 10459

718-378-0405
718-378-0404

지하철: 2, 5 타고 Intervale
Avenue 하차
버스: BX6

DeWitt Clinton High School

100 West Mosholu
Parkway
South Bronx, NY 10468

718-543-1000,
내선 1721 또는
1140

지하철: 4 타고 Bedford
Park Boulevard하차
버스: BX1, BX2, BX28

James A. Monroe Educational
Campus

1300 Boynton Avenue
Bronx, NY 10472

718-860-8160
718-860-8116

지하철: 6 타고 Elder
Avenue 하차
버스: BX4, BX27, BX36

Jane Addams High School for
Academics & Careers

900 Tinton Avenue
Bronx, NY 10456

718-292-4513, 내선
5262 또는 5272

지하철: 2, 5 타고 Prospect
Avenue 하차
버스: BX6

Morris Educational Campus
(School for Excellence)

1110 Boston Road
Bronx, NY 10456

718-860-2510, 내선 1273
718-378-7207

지하철: 5 타고 Dyre Ave
하차
버스: BX21

South Bronx Educational Campus

701 Saint Ann’s Avenue
Bronx, NY 10455

718-993-6357

지하철: 4 타고 Burnside
Avenue 하차
버스: BX3, B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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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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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s High Schoo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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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Academy High School..........................................................................................................................29
Brooklyn Bridge Academy...................................................................................................................................30
Brooklyn Democracy Academy...........................................................................................................................31
Brooklyn Frontiers High Schoo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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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sville Academy High School......................................................................................................................34
Bushwick Community High Schoo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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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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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 Academy................................................................................................................................................39
Professional Pathways High School....................................................................................................................40
Research and Service High School......................................................................................................................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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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s High School • DBN 23K646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495 Herkimer Street
1
Brooklyn, NY 11233

Aspirations High School는 뉴욕 아동 센터 (Children Center
of NY)와 스포츠 및 예술 학교 재단 (School and In School
Foundation)과 협력하여 고등 학생들을 고등 학교와 그
이상의 여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실
안팎의 모든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규모
학습 공동체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배우고,
증명하고, 기념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교실 밖에서
학생들은 건강한 젊은 성인으로 성장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 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화: 718-498-5257
팩스: 718-498-5264
이메일: Aspire.to.Dream.1495@gmail.com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3/K646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A, C, J, L, Z 타고 Broadway Junction (East New York)
하차
버스: B20, B25, B83, B56 타고 Fulton Street & Van Sinderen
Avenue 하차; B12 타고 Alabama Avenue 하차; B44 타고
Liberty Avenue & Van Sinderen Avenue 하차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오후 학교와 토요일 학교, College
Now @Medgar Evers College, 유급 인턴십, 리전트 준비

오픈하우스 정보: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뉴욕 아동 센터, School Foundation, ENACT,
MIC 여성 보건 클리닉 및 G.I.A.N.T. 사고

등록 현황

과외 활동: 학생 위원회, 스텝 / 댄스 팀, 요리 예술, 미술관,
동료 리더쉽지역사회 봉사활동, 학교 신문, 청소년 남녀 보조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 세미나, 경력 개발 및 이력서 작성 워크샵,
대학 견학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남학생 농구

전체 학생 수: 236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46.pdf

•

지원자는 16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어야 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7 월 ~ 10 월, 12 월, 2 월.

•

신청 방법: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뉴욕 아동
센터의 부국장에게 사전 심사를 요청하고 입학을
예약하십시오.

•

학생들은 성적표, 출석 기록, 면역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후 3 ~ 4 일
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중(Developing)
7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Aspirations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뉴욕의 육아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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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ford Stuyvesant Preparatory High School • DBN 13K57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8
 32 Marcy Avenue
Brooklyn, NY 11216

Bedford Stuyvesant Preparatory High School은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학교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은 학생들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실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 및 국가 표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학업 능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성취합니다.

전화: 718-622-4310
팩스: 718-398-4381
이메일: kjackson32@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bsphs.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3/K575

프로그램: 연장 수업, 여름 학기, 자문, 요리 프로그램, 캠퍼스
내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3개월간 일정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A, C 타고 Nostrand Avenue하차; G 타고 BedfordNostrand Avenues하차

협력 프로그램: Teen Choice, Bedford Stuyvesant Restoration
Corp. Medgar Evers College

버스: B26 타고 Halsey & Marcy Avenue 하차; B44 타고
Nostrand & Marcy Avenue 하차; B25 타고 Nostrand &
Fulton Avenue 하차; B52 타고 Marcy & Gates Avenue 하차

과외 활동: 또래 개인지도, 학생 정부, 소녀 리더십, 소년 리더십,
문예지, 드라마, 대학 견학, 브로드 웨이 쇼를 포함한 다양한 여행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학교에 연락하여 견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럽: 도서 클럽, 뜨개질 클럽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및 여학생 농구

등록 현황

입학 정보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22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575.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

Bedford Stuyvesant는 매 분기마다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8학점을 지닌
16 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은 등록 가능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7 월 ~ 10 월 (가을 입학), 11 월 (12 월 입학),
3 월 (3 월 입학).

•

신청 방법: 오전 9 시부 터 오후 3 시사이에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십시오. 방문도 허용되지만 문서가 누락되거나
가이던스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방문이 요청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와 함께 인터뷰가 진행되며
성적표, 면역 증명서, IEP (해당되는 경우), RISA (학생 출석
보고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프로그램에 등록할 학생들은 모든 서류가 제공되는 날에
항상 통보를 받습니다. are pres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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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Academy High School • DBN 13K55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8
 32 Marcy Avenue
Brooklyn, NY 11216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Brooklyn Academy 는 지역사회 파트너인 CAMBA와 함께 높은
기준과 우수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양육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춘 작은 학교입니다. Brooklyn Academy 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방과 후 인턴십, 오후 개인지도, 토요일 리전트 준비반,
멘토링 및 컬리지 공동 작업을 비롯하여 성공을 경험할 수있는
다양한 동시 옵션을 제공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회의
현역 회원으로 학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학교 리더십
팀에 봉사합니다.

지하철: A, C 타고 Nostrand Avenue하차; G 타고
Bedford-Nostrand Avenues하차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College Now, 대학 준비 (사내 대학생
박람회 및 대학 견학 포함), Liberty Partnership Program, iLearn

버스: B26 타고 Halsey & Marcy Avenue 하차; B44 타고
Nostrand & Marcy Avenue 하차; B25 타고 Nostrand &
Fulton Avenue 하차; B52 타고 Marcy & Gates Avenue 하차

협력 프로그램: CAMBA, New York University, Mercy College
Atlantic Theatre Company, Omega Psi Phi, Brownstoners of
Bedford Stuyvesant

주소:

전화: 718-857 4237
팩스: 718-399 1909
이메일: CHall@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3/K553

오픈하우스 정보: 학부모 / 보호자 및 학생은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ynette Cunningham (학부모 코디네이터) 718-857-4237, 내선
434 또는 LCunningham4@schools.nyc.gov 또는 David Ashe
(교감) 718-857-4237, 내선 424 또는 AGerste@schools.nyc.gov.

언어 수업: 미국 수화, 스페인어
과외 활동: 토요일 리전트 준비 과정, 인턴십, 방과 후 지도학습
및 수업, 야간 학교 프로그램, 재능 쇼, 예술 전시회
클럽: 청소년 남성 및 여성 단체, Step

등록 현황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녀 농구, 남녀 혼성 육상 및 필드

입학 우선권: 16세에서 21세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학교 스포츠 농구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169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553.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rooklyn Academ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CAMB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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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oklyn Academy는 리전트 시험에 통과하고 최소 10
학점을 지닌 16 세 이상의 학생을 받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8 월 ~ 10 월, 1 월

•

신청 방법: 면접을 예약하기 위해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오전 9 시부터 오후 2시 30 분 사이에 학교를 방문하세요.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최신 성적표 사본, RISA,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과정 후 통보를
받습니다.

Brooklyn Bridge Academy • DBN 18K578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6
 565 Flatlands Avenue
Brooklyn, NY 11236

브루클린 브릿지 아카데미 (BBA)는 CAMBA와 제휴하여 무단
결석이 지나치게 많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입니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학점의 수를 극대화하고 리전트 시험을
통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도전적인 학업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상담, 건강 관리 및 취업 지원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및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지원합니다. 통해서 협력 프로그램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16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치에
상응하는 까다롭고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화: 718-968-1689
팩스: 718-968-1678
이메일: MJeanPa@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8/K578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2, 5 타고 Brooklyn College-Flatbush Avenue하차;
L 타고 Canarsie-Rockaway Parkway하차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전문 인턴십을 통한 실제 세계 학습,
직업인 인터뷰 및 연수, 일상적인 자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SAT 및 리전트 준비 과정

버스: B6, B78, B82 타고 Ralph & Flatlands Avenues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CAMBA, 콜롬비아 대학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성공을 위한 복장, Macy's, CUNY Medgar Evers
및 Guiding Stars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외 활동: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학교 공동체 모임, 대학 클리닉,
지도학습

전체 학생 수: 200

학생들의 관심에 기반으로 한 클럽 유용성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578.pdf

•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BBA 는 연중 16 세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최소한 6학년의 읽기 수준을 지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합니다.

•

지도: 우수(Proficient)

신청 방법: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약속을 하십시오.

•

학생들은 진단 평가 시험을 치르고 교직원과 면담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면역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절차가 끝난 후 통보를 받고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rooklyn Bridge Academy 의 LTW 파트너는 CAMB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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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Democracy Academy • DBN 23K64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협력 프로그램: 유대인 육아 협회, 브라운 스빌 레크레이션 센터,
경찰 체육 리그, S.N.U.G 운영, ARCHES 변혁 멘토링, YMI- 젊은
남성 이니셔티브 - 작업 진행 프로그램, CEO- 경제 기회 센터

9
 85 Rockaway Avenue
Brooklyn, NY 11212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팀, 체스 클럽, PSAL 남자 및 여자 농구
팀, 합창단, 동창회, 치어 리더 / 스텝 팀, 재능 / 패션 쇼, 연례
JCCA 갈라, 졸업앨범 클럽, Pep Rally, 연회, 졸업 여행, 학생 대사

전화: 718-342-6590
팩스: 718-342-6708
이메일: dromain@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3/K643

입학 정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Brooklyn Democracy Academy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 B8, B15, B35, B60 타고 Rockaway & Hegeman
Avenues 하차

•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718-342-6590로
전화하여 옹호 카운슬러,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보조
프로그램 책임자와 상의하십시오.

주요 입학 시기 학생들은 3 월 중순 ~ 6 월 (봄 / 가을 학기),
9 월 -10 월 (가을 학기), 1 월 -2 월 (3 월 입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 / 신뢰할 수있는 성인
(23 세 이상)은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약속을 하거나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입학 과정에 참여합니다: 학생의
학업 평가 (수학, 작문 및 독해), 학생 인터뷰, 학부모 / 보호자 /
신뢰할 수있는 성인 인터뷰.

•

학생들은 최신 성적표, 출석 기록, 면역 증명서, 출생 증명서,
징계 기록 및 IEP (해당되는 경우)를 제공해야합니다.
BDA는 IEP가 ICT (Integrated Co-Teaching) 또는 SETSS
(Special Education Teacher Support Services)로 보증한
확인된 학습 장애 학생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신청서를 완료 한 후 2주 이내에 통보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하며,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이 있으며, 시험은 학생의 신청서가 검토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New Lots Avenue까지 L 선 이용 후 B15 이용,
Rockaway Avenue까지 1 선 이용 후 B60 이용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08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43.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Brooklyn Democracy의 LTW 파트너는 유대인 육아 협회
(Jewish Child Care Association)입니다.

Brooklyn Democracy Academy 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본교에 재학 중에 중재 카운슬러를
배정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과 노동력을 준비할 졸업 이후
계획을 가지고 졸업합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취업
준비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LTW 유급 인턴십, 속성 학점 이수, 개별 학업 프로그램,
글쓰기 기반 교육 프로그램,SAT & 리전트 예비 과정, 연중 내내
(4주기), 개인 목표 설정 및 졸업 계획, 대학 캠퍼스 견학 (Historical
Black Colleges 및 대학), CUNY at Home 대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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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Frontiers High School • DBN 15K42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
 12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11201

Brooklyn Frontier고등 학교는 졸업 과정에서 뒤쳐진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강점과 필요를 알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업 프로그램은
각 학생에게 도전과제를 주며 비판적 사고 능력, 인간 관계,
협력 및 학생의 자기 변호 능력을 강조한 지원적인 환경에서
구현됩니다. 본교는 학생이 졸업 이후 목표까지 바라보고 기량과
자신감을 습득하여 대학 및 취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전화: 718-722-4727
팩스: 718-722-7919
이메일: info@brooklynfrontiers.org
웹 사이트: www.brooklynfrontiers.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2, 3, 4, 5 타고 Court St – Bourough Hall 하차;
A, C, F, R 타고 Jay St MetroTech 하차; B, Q 타고 DeKalb
Ave하차; G 타고 Hoyt & Schermerhorn하차

프로그램: 아침 독서 클럽, 수학 연구소, 언어학, 대학 예비 수학,
College Now, 유급 직업대비 교육 인턴십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버스: B103, B25, B26, B38, B41, B45, B52, B54, B57, B61,
B62, B63, B65, B67

과외 활동: MoAfter-School 학업 지원, 리전트 준비, 인생을
위한 요리, 악기 수업,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공예 클럽, 학교
앨범, 연극, 학생 리더십, 여성 그룹, 던전 앤 드래곤 클럽, 문화
클럽, 학교 원예 클럽

오픈하우스 정보: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스포츠: PSAL 농구

자격: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16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

입학 정보
•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423.pdf

Brooklyn Frontiers High School 는 전학생을 위한
단계적 입학 절차가 있습니다. 면접을 볼 자격이 있으려면,
학생들은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 학교에 다녔어야 하며, 고등 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전념해야 합니다.

•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면접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자격을 지닌 학생은 학교 직원과의 면담을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면접시 자신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하며
학교 공동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체 학생 수: 173

수행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10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rooklyn Frontiers High School l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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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High School for Leadership and Community Service • DBN 13K616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3
 00 Willoughby Avenue
Brooklyn, NY 11212

Brooklyn Community Services와 협력으로 우리의 사명은
학생 중심의 도전적이고 개인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고등학생이 고교 졸업장을 획득하여
지역사회의 회원, 지도자 및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과 협력하여 대학 및 직업을
통한 중등 교육 이후 성공 할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합니다.

전화: 718-638-3062
팩스: 718-638-3404
이메일: hhansen@wearbcs.org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3/K616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유급 인턴십 기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다큐멘터리 / EVC,시 워크샵, 학교 청소년 (ISY), Capricorn,학점
이수 연장 학습 과목, 로봇 공학, 에이펙스 및 캐슬 러닝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G 타고 Classon Avenue 하차
버스: B48 타고 Franklin and Willoughby Avenue 하차, B38
타고 Lafayette and Kent Avenues 하차, B54 타고 Myrtle and
Kent Avenues 하차

협력 프로그램: Brooklyn Community Services
과외 활동: 학생 대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인턴십, 지도학습,
학생 앨범, 피트니스, 미술 치료, 영화 / 다큐멘터리, 읽기 쓰기,
시, 스피커스 뷰로, 오픈 마이크, 방과 후 개인지도, Boxercise

오픈하우스 정보: Heather Hansen 에게 718-638-3062, 내선. 242
또는 347-203-9647로 연락하십시오.

클럽: 커뮤니티 가든, 학생 앨범, 피트니스, 청소년 남자 클럽,
청소년 여자 클럽, 미술 클럽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정보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rooklyn High School for Leadership and Community
Service 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때 학생들은 성적표와 면역 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

신청 방법: Heather Hansen 연락하세요
hhansen@wearbcs.org 또는 718-638-3062, 내선 242
또는 347-203-9647, 입학 약속을 하십시오.

전체 학생 수: 203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16.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The Brooklyn High School for Leadership and
Community Service의 LTW 파트너는 Brooklyn
Community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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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sville Academy High School • DBN 17K568
거치 학교
협력 프로그램: CAMBA, 미국 암 협회, Brookdale 병원,
Brooklyn College, Medgar Evers College, John Jay College of
Crimonology, Brooklyn College, Farmingdale, Long Island
University, 브루클린 박물관, Creative Outlet, 미국 당뇨병
협회, Chase Manhattan Bank

연락 정보
주소:

1
 150 East New York Avenue
Brooklyn, NY 11212

전화: 718-778-7305
팩스: 718-778-7385

언어 수업: 스페인어

이메일: dmoorer@schools.nyc.gov

과외 활동: 대사관, 장학생 정부, 또래 중재, SAT / 리전트 준비,
학교 신문, 프로젝트 예술, 명예회, 드라마, 댄스, 컴퓨터 클럽,
말하기, 여성 권한 부여, 목적의 남성, 체스, 미술 클럽, 치어 리딩,
스텝팀, BRIC 예술, Green Earth Poets Café, Girls Be Heard,
Made in Brownsville, Groundswell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7/K568
Brownsvilleacademy.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3 타고 Sutter Avenue-Rutland Road하차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농구, 테니스, 트랙, 탁구

버스: B12 타고 East 98th Street 하차; B15 타고 East New York
Avenue 하차

입학 정보

오픈하우스 정보: 날짜와 시간은 학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Brownsville Academy는 1 년 내내 최소 10 학점을 지닌
16 세 이상인 장학생을 받아들이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장학생은 더 많은 학점과
리전트 시험이 필요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각 새 학기 시작 (9 월, 12 월, 3 월), 6 월
(여름 등록) 및 7 월 -8 월 (9 월 등록)

•

신청 방법: 학교에 전화를 걸어 비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혹은 지역사회 협회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학부모 / 보호자는
예비 학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

Scholars는 성적 증명서, 최근 성적표, RISA, RESI, 면역
증명서, 출생 증명서, 주소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기부여된 장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합니다.

•

장학생 및 학부모 / 보호자와 면담을 하고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장학생들은 면접 과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 받게됩니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55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568.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6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Brownsville Academy High School은 CAMBA와의 제휴로,
학문적으로 엄격한 Diploma Plus High School입니다. Diploma
Plus는 장학생을 대학 과정 및 인턴십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에 노출시킴으로써 대학 및 직업 준비를 하도록 시킵니다.
장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모범적인 작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며
대학을 졸업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Brownsville Academy는
전문 교사들로부터 배우면서 장학생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는
엘리트 혁신 지역(iZone) 학교 입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핵심적인
특징은 학점이 부족하고 장학생 중심의 소규모 학습 환경에서
이익을 얻을 성숙한 장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Brownsville Academy 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모의 국제 연합, Colleg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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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wick Community High School • DBN 32K564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2
 31 Palmetto Street
Brooklyn, NY 11221

Bushwick Community High School (BCHS)은 고등학교에서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육을 계속 받아서 졸업장을 취득하고
싶은 17-21 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St. Nicks Alliance와
협력하여 BCHS는 보살피고 훈련된 환경 및 학생들의 신뢰와
존중의 개인적 유대감을 통한 높은 기대치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교과 과정은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 및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BCHS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화: 718-443-3083
팩스: 718-443 0781
이메일: LGonzal20@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32/K564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프로그램: 영어 및 수학 심화 과정 아프리카 및 라틴계 연구,
대학 및 직업 계획, 학부모 교육 수업, 건강한 관계 그룹
카운슬링, 학점 보충, 온라인 학점 이수, 학점 이수 토요일
체육관 프로그램, 연장 / 오후 수업, 지도학습

지하철: L, M 타고 Myrtle-Wyckoff Avenues 하차;
J 타고 Gates Avenue 하차
버스: B52, B60 타고 Wilson & Gates Avenues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본교는 지역사회 학부모와 방문객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문 일정 조정은 교장
또는 교감에게 문의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New Visions PSO, St. Nicks Alliance,
Brooklyn/Staten Island Blood Services, Make The Road
New York, Coalition for Hispanic Family Services, RyanNena Community Health Center, Sankofa Community
Empowerment, Opportunity for a Better Tomorrow (OBT),
Inc., Grand Street Settlement, College Summit, College
Access Consortium of NY (CACNY), College Confident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7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학점이 없습니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음악 제작 스튜디오, SAT 준비, LGBTQ-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창의적 해방 프로젝트, 학부모 그룹 상담, 여성
그룹, 출석 개선 및 탈락 예방 (AIDP), Bar Tendaz-Giant Thinking,
Café Malik-Spoken Word

전체 학생 수: 236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564.pdf

클럽: 선임 활동위원회, 요리 조반 클럽, 남자 그룹, 학생회, 또래
지도자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농구, 학점 이수 헬스
클럽 “걷기”, PSAL 걸즈 배구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입학 정보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Bushwick Community High School 의 LTW파트너는
St. Nicks Allian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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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학생들은 17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어야 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가을은 9월과 10월 사이에 3번, 봄은 2월에
등록.

•

신청 방법: 본사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2 일간의 의무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예약하거나 학부모 / 보호자와 함께
학교에 와서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면역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수업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을
결정하는 배치 고사를 마친 후 통보를 받습니다.

Ea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 DBN 18K67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9
 517 Kings Highway
Brooklyn, NY 11212

Ea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EBCHS)는 다양한
이유로 학점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소규모
거치 학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건물에서 컴퓨터 실, 야외
농구장 및 광범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훌륭한 교수법, 소규모 수업 및 모든 학생들에게
옹호 카운슬러를 배정하여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EBCHS는 지역사회 학교로서 학생들과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EBCHS에서
직업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급 인턴십 및 인력 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뉴욕시 교육청 및 SCO Family of
Services와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중등 교육
이후 교육, 의미 있는 고용,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관계,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화: 718-927-6880
팩스: 718-927-6885
이메일: info.schools@ebchighschool.org
웹 사이트: http://www.ebchighschool.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8/K673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3 타고 Sutter Avenue or Saratoga Avenue하차
버스: B12, B15, B17, B35, B47, B7, B8 타고 Clarkson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본사에
718-927-6880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info.schools@ebchighschool.org.

프로그램: LTW 인턴십, 대학 및 취업 준비 상담, 협동 팀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 (법의학, 논쟁 법, 영화), 모든 수업에서의
글쓰기 및 비판적 사고 능력, SAT 및 리전트 준비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협력 프로그램: SCO Family of Services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그룹, 방과 후 프로그램 댄스, 음악,
극장,시, DJ, 영화 제작, PSAL 농구 팀,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애니메 클럽

전체 학생 수: 193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73.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

EBCHS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풀 타임 고등학교로 돌아갈 용의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7 월 -10 월 (가을 입학), 11 월 -12 월 (겨울
입학) 및 2 월 -3 월 (봄 입학)

•

신청 방법: 본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가이던스
카운셀러의 추천. 모든 학생들은 입학 절차를 완료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현재 성적표와 성적표, 출석 기록 및 IEP (해당되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부모 / 보호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습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phone
입학 절차를 완료한 후 전화하십시오.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7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Ea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SCO Family of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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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 • DBN 21K728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2
 865 West 19to Street
Brooklyn, NY 11224

Liber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의 사명은 CAMBA와의
협력을 통해 학업적, 사회적 및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택을 하고 각 학생의 성공을 위한 개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옵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본교의
학년 모델(학기 + 여름 학교)은 학생들이 학점을 획득하고
속성으로 필수 졸업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교의 지역사회 협력 기관들은 모든 학생들이 취업 준비 및 대학
입학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학생들은 뉴욕시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
포트폴리오도 작성해야 합니다.

전화: 718-946-6812
팩스: 718-946-6825
이메일: scaraway@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1/K728/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Coney Island – Stillwell Avenue까지 D, F, N, Q 선 이용
버스: Surf Avenue & West 17th Street까지 B63 이용,Mermaid
Avenue & West 19th Street까지 B74 이용, Cropsey &
Mermaid Avenues까지 B82 이용
오픈하우스 정보: 개방 행사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718-946-6812
번으로 학교에 연락하거나 본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학생 자치회, 상담 리더십, 학교 신문,
지역사회 봉사 활동 그룹, 학교 리더십팀, 연장 수업/오후학교,
College Now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CAMBA, Diploma Plus, Medgar Evers College,
Coney Island Generation Gap(세대 격차), Urban Neighborhood
Services(도시 이웃 서비스), Coney Island Coalition Against
Violence(폭력 반대 연합), I Love My Life Initiative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06

언어 수업: 스페인어

수행

과외 활동: 상담 리더십, 학생 자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리더십,
학교 리더십팀, 방과 후 심화학습, 또래 지도학습, 학교 신문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728.pdf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농구

입학 정보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4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Liber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l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37

•

Liber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는 연중 16 세
이상의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약속을 예약하거나 직접
학교를 방문하십시오.

•

학생은 교직원과의 면접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은 성적표와 면역 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담 과정이 끝난 후 곧 통보를
받습니다.

Metropolitan Diploma Plus High School • DBN 23K647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9
 85 Rockaway Avenue
Brooklyn, NY 11212

Metropolitan Diploma Plus High School은 어른들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 다시금
연결되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의 여정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커뮤니티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New York
City Mission Society and Single Shepherd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과제, 지식, 선택지,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실습 경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및 취업 준비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 경험에 참여합니다. 청소년 개발 및 리더십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캠퍼스: Thelma Hamilton Campus
전화: 718-342-6249
팩스: 718-342-6329
이메일: myallowitz@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1/K728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인턴십, 파워 아워 토요일 리전트
준비, 3000 달성, 아펙스 학습 온라인 과정, Powerspeak,
Skedula, Kinvolved

지하철: New Lots Avenue까지 L 선 이용 후 B15 이용,
Rockaway Avenue까지 3 선 이용 후 B60 이용
버스: Rockaway & Hegeman Avenues까지 B8, B15, B35,
B60 이용

인턴십 중요한 부분: Modell’s, 3 Black Cats Café & Bakery,
Ke Ke Pet Spa & Boutique, Brownsville Community Justice
Center, Brownsville Recreational Center, Friends Academy
of Crown Heights, Foster Community Center.

오픈하우스 정보: 사전 예약은 718-342-6249번으로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New York City Mission Society, Transfer School
Common Core Institute, Dr. Betty Shabazz Health Center,
Single Shepherd

입학 우선권: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16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Powerspeak)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및 여학생 농구

전체 학생 수: 211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47.pdf

•

Metropolitan Diploma Plus High School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

주요 입학 시기 내년 봄, 여름, 가을

•

신청 방법: 교직원과의 면담 일정은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다. 팩스 성적표 사본, 출석 보고서,
학생 기록 프로파일, 징계 기록, 개별 교육 계획 (IEP)
및 예방 접종 기록을 (718) 342-6329로 제출하십시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약속 1-2 일 이내에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전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과 학교
공동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8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Metropolitan Diploma Plus High School 의 LTW 파트너는
뉴욕시 선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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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us Academy • DBN 18K63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7
 55 East 100th Street
Brooklyn, NY 11236
전화: 718-272-1926

Olympus Academy는 뉴욕 대인 개발 센터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전에 다른 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치 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속성 학점
프로그램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 할 수있는 맞춤식
학습 경험과 혼합된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은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세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소:

팩스: 718-272-5713
이메일: intake@olympusacademy.org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8/K635
지하철: L 타고 Canarsie - Rockaway Parkway하차

프로그램: iLearn NYC, 직업대비 교육, 인턴십, 자문 그룹, 대학
진학, 직업 탐구, 속성 학점 이수, 일대일 상담

버스: B6, B60, B82 타고 Glenwood and 101st Street하차

협력 프로그램: 뉴욕 대인 개발 센터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718-272-1926로 전화해서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과외 활동 또래 중재, 오전 & 오후 지도학습, 토요 학교, 리전트 준비
프로그램, 청소년 지원, 학생회, 남학생 및 여학생 그룹 / 스포츠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록 현황

입학 정보

입학 우선권: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부족한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26

수행

•

Olympus Academy 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여름 (9 월 입학자는 10 월 31 일 마감), 1 월 -2
월 (봄 입학)

•

신청 방법: 등록일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입니다. 학생들은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뷰에
참여해야하며 학생의 입학을 고려하기 전에 학부모 /
보호자 회의가 요구됩니다.

•

학생들은 주소 증명, 최근 성적표, 마지막 성적표, 면역
증명서, I.E.P. 사본 및 기타 모든 관련 학교 기록을
제공해야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전체 지원 절차가 완료되면 통보를
받습니다. 입학할 학생은 읽기와 수학에서 STARS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635.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9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Olympus Academy의 LTW 파트너는 뉴욕 대인 관계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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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Pathways High School • DBN 22K63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3
 000 Avenue X
Brooklyn, NY 11235

Professional Pathways High School은 CAMBA와 협력하는
소규모 거치 학교로서 개인별 학습 및 개발 접근법을 통해 대안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사명은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 간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등학교 이후 읽기 및 쓰기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다시 도모하며, 컴퓨터 사용 능력 및 직업 노출을 통해 대학/취업
준비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적 및 사회적 요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각자 명확한 목표와
고등학교 이후 성공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졸업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합니다.

전화: 718-332-6290
이메일: ddecamp@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B 또는 Q 타고 Neck Road하차
버스: B36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 있는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입학 면접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현황

프로그램: Professional Pathways는 인턴십, 컴퓨터 기술 과정,
직업 개발 과정, 대학 견학, 박물관 및 연극 방문, 그룹 및 개인
상담, 대학 진학 상담을 포함하는 직업대비 교육(LTW)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학 우선권: 학기 동안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력 프로그램: CAMBA, College Confident, 및 Greenhouse
Program

전체 학생 수: 209

수행

과외 활동: 농구, 학생위원회, 남자 단체, 체스 클럽, 합창단, 미술
클럽, 가든 클럽, 학생 앨범

School Quality Snapshot: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630.pdf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입학 정보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

Professional Pathways High School 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점이 부족하고 풀
타임 고등학교로 돌아갈 용의가 있는 학생들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학교는 오전 9 시부 터 오후 3 시까지 매일
입학에 관해 문의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약속을 하십시오. 학부모
/ 보호자는 면담을 위해 학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입학 할
학생들은 근무일 3일 내에 통보를 받습니다.

•

학생들은 성적표,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서, 출석 증명서,
징계 보고서 및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Professional Pathways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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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Service High School • DBN 16K669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
 700 Fulton Street
Brooklyn, NY 11213

Research and Service High School 학생으로서,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강력히 믿으며, 최상의 발전은 비정상적인 교육 및
개인적인 보강이 필요한 학생에게 훌륭한 재능이 종종 숨겨져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인
전문직과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글로벌 사회에서
생산적인 시민이 될 준비를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전받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 경제, 사회 및 정치 수업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때 가장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718-804-6800
이메일: researchandservice@gmail.com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지하철: A, C타고 Utica Avenue하차
버스: B46 타고 Malcolm X하차, B25 타고 Malcolm X하차,
B15 타고 Fulton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 있는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입학 면접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iLearn NYC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입학 우선권: 학기 동안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과외 활동: 오후 지도학습, 리전트 준비, 대학 견학 및 직업 체험,
학업 상담, 대학 준비, 직업 탐구,속성 온라인 학점 이수, 일대일
상담, 유급 인턴십, Panther Pantry.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농구, 육상, 미식 축구, 플래그 풋볼,
테니스, 핸드볼, 축구

전체 학생 수: 265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School_
Quality_Snapshot_2016_HST_K669.pdf

•

Research and Service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적어도 1
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개선 중(Developing)

•

주요 입학 시기 8 월 -10 월, 1 월, 3 월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

신청 방법: 입학 약속을 정하기 위해 학교의 입학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

학생들은 최근 성적 증명서, 면역 증명서, 출생 증명서, 사회
보장 번호, 주소 증명, IEP (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

학생은 교직원과의 면접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예정일 이후 통보를 받고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Research and Service High School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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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 DBN 15K698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
 73 Conover Street
Brooklyn, NY 11231

South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SBCHS)는 9 학년에
처음 등록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거치 학교입니다.th
전통적인 고등학교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Good
Shepherd Services가 공동 운영하는 SBCHS는 학생들이 교에
지속적으로 출석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본교는 청소년 개발의 최고 사례를 참고로 표준
기반 교육 모델을 접목하여 학생들을 학년 별로 나누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속성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연간 최대 15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718-237-8902, 내선. 2050
팩스: 718-422-1927
이메일: admissions@mysbchs.org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5/K698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A, C, F 타고 Jay Street-MetroTech하차 또는 R 타고
Lawrence Street-MetroTech 하차한 후 다시 B61 탐; F, G 타고
Smith-9 Streets하차; F, M, R 타고 4th Avenue-9th Street 하차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College Now, iLearn 온라인 및 혼합
수업, 유급 인턴십,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글쓰기 기반의 교육
및 속성 학점 인정 프로그램, 소규모 학습 커뮤니티

버스: B61 타고 Wolcott & Van Brunt Streets하차, B57 타고
Lorraine Street하차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는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과외 활동: 학생 회 (YES), 영화, 비디오, 사진 촬영, Outward
Bound expedentury learning, Cook for Life Culinary Arts,
커리어 데이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Red Hook, Carroll Gardens, Cobble Hill, Gowanus,
Wyckoff, Park Slope, Windsor Terrace 및 Sunset Park를 포함하여
South Brooklyn에 거주하는 16 세 이상의 학생 및 45 분 미만의
통근 학생. 우리 주거지 우편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01,
11205, 11215, 11216, 11217, 11220, 11225, 11231,11232, 또는
11238.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여학생 농구, 육상, 여학생
배구

•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BCHS는 연중 내내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1 학점을 이수한 16 세인 학생: 22학점을 이수하고 1개
리전트 통과한 17세 학생: 33 학점을 이수하고 2 개 리전트
통과한 18세 학생: 44학점을 이수하고 3개 리전트 통과한
19-21세 학생.

•

주요 입학 시기 7 월과 8 월 (9 월 입학), 10 월과 11 월 (12 월
입학), 2 월과 3 월 (3 월 입학) 신청하려면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 지 (718) 237-8902 내선
2051로 전화하거나 근무 시간 이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 전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학생들은 성적표, IEP가있는 경우 제출, 출석 기록을
제공해야합니다. 사전에 팩스로 보내거나 스캔하거나 초기
입학 약속 당일에 가져오셔도 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신청 절차가 완료 되면
통보를 받으며 오리엔테이션 및 여름 과정을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01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698.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8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South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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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uBois Academic High School • DBN 17K489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4
 02 Eastern Parkway
Brooklyn, NY 11225

W.E.B. Du Bois High School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업적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개인별 구성의 소규모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숙련된 교사진뿐
아니라 상담, 지도학습 및 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본교의 사명은 학생들이
뚜렷한 중등 교육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진학과 취업 성공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 졸업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화: 718-773-7765
팩스: 718-773-7849
이메일: 17K489@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7/K489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2, 3, 4, 5 타고 Franklin Avenue하차

프로그램: 온라인 및 혼합 학습, NYC 웹 센터 음악 및 비디오
제작 프로그램

버스: B44 타고 Eastern Parkway & Nostrand Avenue하차;
B49 타고 Rogers Avenue & Eastern Parkway하차

협력 프로그램: 뉴욕시 교육부 iZone

오픈하우스 정보: 입학 면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예약을 희망하는 학생 지원자들은 718-773-7765 내선번호
1142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학업 지도학습, 대학 및 취업 준비 지원, 청소년
서비스 클럽, 학생회, 음악 및 비디오 제작, 교내 농구

등록 현황

입학 정보

입학 우선권: 뉴욕시 학생

•

W.E.B. Du Bois는 연중 내내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학점을 지닌 16세
학생, 최소 10학점을 지닌 17세 학생, 또는 최소 20학점을
지닌 18세 학생 이러한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욕이 강한 학생은 또한 고려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6 월 (여름 / 가을 입학), 1 월 (2 월 입학)

•

신청 방법: 주요 신청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약속을 잡기 위해 학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

학생들은 성적표, RESI, 면역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

우리의 입학 과정에는 성적표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이 포함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입학 시기를 통보 받습니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05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489.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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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 DBN 15K529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
 053 41st Street
Brooklyn, NY 11219

We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WBCHS) 는 9 학년에
처음 등록한 후 과도하게 무단 결석이나 학교를 그만 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소규모 거치 학교입니다.th 교육부와 Good
Shepherd Services가 공동 운영하는 WBCHS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출석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본교는 학년 별로 나누지 않고
글쓰기 및 표준 기반 교육 모델과 청소년 개발 모범 사례가 통합된
이기종 그룹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속성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연간 최대 18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718-686-1444
팩스: 718-686-1189
이메일: Melissa_Beckford@goodshepherds.org
웹 사이트: www.WestBrooklyn.org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미제공
지하철: D타고 9th Avenue 하차

프로그램: WBCHS는 직업대비 교육과 주 및 지역 표준을
충족시키는 글쓰기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리전트
시험을 준비하게 합니다. 학교는 9 월과 6 월 사이에 학교 규정과
일치하는 3주기 계획으로 속성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일하길 원하는 학생들에게 작지만 강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 공동체와 가족 생활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중등 교육 이후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도움을
제공하는 옹호 카운슬러를 입학하는 학생에게 배정합니다.

버스: B35 타고 Fort Hamilton Parkway 및 39th Street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입학 정보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718-686-1444 , 내선 2093로 전화하십시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만 16 세 이상 학생, 다음 우편 번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11204, 11210, 11218, 11219,
11220/11232 (6번가 이상), 11226, 11228, 및 11230.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외 활동: 학교 신문, Groundswell과의 벽화 프로젝트,
직업대비 교육, 학생들은 지역사회 리더 (자문) 수업에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학생 수: 214

수행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및 여학생 농구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K529.pdf

입학 정보
•

지도: 개선 중(Developing)

WBCHS는 16 세 이상이며 고등학교 1 학년 이상 과정을
마친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합니다.

•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읽기 및 수학 진단 배치 테스트는 입학 과정에 포함됩니다.

•

학생 및 학부모 / 보호자와의 인터뷰가 적극 권장됩니다.

교과과정: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West Brooklyn Community High School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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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 Lincoln YABC • DBN 21K411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2800 Ocean Parkway
Brooklyn, NY 11235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K411.pdf

호스트 스쿨: Abraham Lincoln High School

4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718-333-7455
팩스: 718-333-7555
이메일: nreich@schools.nyc.gov

학교 소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역사회 파트너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두번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실수를 저지르며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보기보다는 성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각 학급의
학생들이 만든 제품에 포토폴리오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학생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공되는 선택 과목: 경찰 및
범죄, 수학 및 영어 CUNY 평가 준비, 동물 과학, 유익한 물리 및
플라톤 온라인 학점 이수

지하철: Q 타고 Ocean Parkway하차; F 타고 Avenue Xa
버스: B1, B4, B36, 타고 Ocean Parkway & West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Neal Reich: 718-333-7455
오픈하우스 정보: 약속을 잡거나 방문하려면 등록 연락처에
전화를 하십시오.

등록 & 입학 정보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청소년 발달 프로그래밍, 케이스 카운슬링, 직업 상담,
개인, 고등 기획 , 대학 및 직업 탐구 (대학 캠퍼스 방문 및 야간
여행 포함); 등록된 모든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및 학습 취업
교육 수업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 취득이 가능한 직업
탐구 강좌)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인턴십 하이라이트 New York Aquarium, Coney Island
Hospital, Modell’s Sporting Goods, CVS Pharmacy,
Walgreens, Burlington Coat Factory, Artichoke Pizza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대학 견학, 팀 구축 여행, 졸업 축하 행사, 연말 파티,
농구 경기, 카니발 밤, 출석 및 학업 진행 기념 행사, 풀 서비스
건강 클리닉

Abraham Lincoln YABC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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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YABC • DBN 14K923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50 Bedford Avenue
Brooklyn, NY 11222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K923.pdf

호스트 스쿨: Automotive High School

5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718-218-9301, 내선번호. 1595
팩스: 718-599-4351
이메일: Mpollic@schools.nyc.gov

학교 소개

웹 사이트: http://www.autohs.com/yabc

Automotive YABC 는 개개인의 관심과 개인적인 표현 및 직업
탐색을 장려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대안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지탱하는 명확하게 표현된 중등 과정 이후
계획 및 교용 계획을 가지도록 합니다. Good Shepherd
Services는 Automotive High School에서 YABC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비스는 강점 기반의 청소년 발달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목표 달성 및
행동 기획 및 긍정적인 의사 소통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기술
습득에 집중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G 타고 Nassau Avenue하차; L 타고 Bedford Avenue
하차
버스: B43, B48, B61 타고 Nassau & Manhattan Avenues하차
등록 연락처: Michael Pollicino: 718-218-9301, 내선번호1595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다가오는 오픈 하우스에
대해 YABC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및 그룹 상담, 위기 상담, 지역사회 기관 소개, 대학
및 직업 탐사, 유급 인턴십, 현장 학습, 중등 교육 후 계획, 졸업
후속 조치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뉴욕 이비인후과병원, Wyckoff Heights
의료 센터, Sean Casey 동물 구조, Bushwick City Farm,
학생위원회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재능쇼, 게임 나이트, 현장 학습,학생위원회, 청소년
여성 그룹, 게이 / 스트레이트 얼라이언스, 영화 클럽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town Brooklyn

Automotive YABC 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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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s and Girls YABC • DBN 11X41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1700 Fulton Street
Brooklyn, NY 11213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K959.pdf

호스트 스쿨: Boys and Girls High School
팩스: 718-221-0645

5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이메일: HBurrowesIII@schools.nyc.gov

학교 소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Boys and Girls YABC 는 개개인의 관심과 개인적인 표현
및 직업 탐색을 장려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대안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지탱하는 명확한 중등 과정 이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서비스는 강점 기반의 청소년 발달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목표 달성 및
행동 기획 및 긍정적 인 의사 소통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 기술
습득에 집중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전화: 718-467-1700

지하철: A, C 타고 Utica Ave하차
버스: B15, B25, B26, B43, B46, B47, B65
등록 연락처: Horacio (Tito) Burrowes:
718-467-1700 내선번호 3570
오픈하우스 정보: 예약을 하시려면 718-467-1700 내선번호
3872 또는 내선번호 3871로 등록 연락처 또는 Good Shepherd
Services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케이스 카운슬링, 직업 상담, 개인, 중등 교육 후
계획, 대학 및 직업 탐구 (대학 캠퍼스 방문 및 야간 여행 포함);
등록 된 모든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및 직업 교육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인턴십 하이라이트: 학생들은 브루클린의 Bedford-Stuyvesant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 배치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학생의 관심에 따라, 우리는 과외 활동: 그리고 교내
스포츠.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YABC Men’s 농구 팀학생의 흥미에 따라
다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가 제공 될 것입니다.

Boys and Girls YABC의 LTW 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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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Brooklyn YABC • DBN 13K65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105 Johnson Street/Tech Place
Brooklyn, NY 11201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K657.pdf

호스트 스쿨: George Westinghouse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High School

4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캠퍼스: George Westinghouse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222-0913

학교 소개

팩스: 718-222-0919

The Downtown Brooklyn YABC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각 학생마다 개발의 강점과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룹 활동과 강의에서 스마트
보드 기술 사용 및 실습 학습 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각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보유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교육부는 Good
Shepherd Services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Brooklyn
Downtown YABC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학생은 개인으로 취급되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지지 카운슬러 및 지도
카운슬러에서 학생 학장, 교감, 프로그램 책임자 및 기타
교수진. 전문 수업에는 요리 예술, 물리학 및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메일: JArzuaga@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A, C, F 타고 Jay Street-Borough Hall하차; R 타고
Lawrence Street-MetroTech하차; 2, 3 타고 Hoyt Street
하차; 4, 5 타고 Borough Hall-Court Street하차
버스: B25, B26, B37, B38, B41, B45, B52, B67, B75, B103
타고 Jay Street & Myrtle Avenue 또는 Flatbush Avenue &
Tillary Street하차
등록 연락처: Joe Arzuaga, 사이트 관리자: 718-222-0913
내선번호. 2500; Sarah Lorch,프로그램 책임자 718-222-0913,
내선 2502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약속을 잡으려면 718-222-0913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개인 및
단체 상담, 위기 관리, 경력 탐사 및 계획, 대학 탐방 (대학
여행, 대학 및 경력 밤, 대학 에세이 작문 ), 목표 설정 워크샵,
(예: 금융 문맹 퇴치, 시간 관리), 건강 워크샵 (예: 관계, HIV /
에이즈 예방), 청소년 남자 그룹, 청소년 여성 그룹, 지역사회
봉사 활동 그룹 등 LTW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Kiki’s Pet Spa, Honey Dew 보육센터,
Hair Design, Cobble Hill Health Centre, 각 One Teach One
Daycare, Kings County 및 CVS 약국, 행정 구역, Brooklyn
지역의 다양한 초등학교, 학생회, 지역사회 의회.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언어 수업: 스페인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 야구 및 농구 경기 여행, 캠핑 / Ramapo/Fresh Air
Fund, 볼링, 재능쇼, 연회, 야간 대학 견학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Downtown Brooklyn YABC의 LTW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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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smus Campus YABC • DBN 17K46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911 Flatbush Avenue
Brooklyn, NY 11226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K467.pdf

호스트 스쿨: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Early
College High School
캠퍼스: Erasmus Hall Educational Campus

5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718-564-2590

학교 소개

팩스: 718-564-2591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평생 학습과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고등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CAMBA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이 긍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일합니다. 그들의 강점 중 상당수는 인식되지 못하고
활용도가 저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실패한
후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이메일: apughro@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B, Q, 2, 5 타고 Church Avenue하차
버스: B23 타고 Flatbush Avenue & Cortelyou Road하차; B35,
B41 타고 Flatbush & Church Avenues하차
등록 연락처: Pierre Merisier: 718-564-2400, 내선번호. 29212
오픈하우스 정보: 캠퍼스 견학은 요청시 가능합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Pierre Merisier 에게 718-564-2400, 내선번호 29212
로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3 시부터 8 시까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개별화된
봉사 계획 및 목표 면담, 출석 지원, 개인 및 그룹 상담, 중등
과정 이후 기획, 대학 및 직업 탐구 (대학 박람회, 대학 방문 및
직업 목표 설정 포함), 유급 인턴십, 이력서 개선 & 글쓰기, 모의
면접, 주간 직업 준비 워크샵 및 세미나, 금융지식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인턴십 하이라이트: 학생들은 뷰티 살롱, 학교 / 보육 센터,
병원, 소매점, 식당, 약국, 지역 비즈니스 및 CAMBA 관리
사무소를 포함하여 브루클린의 Flatbush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
배치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협력 프로그램: CAMBA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언어 수업: 스페인어, 프랑스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과외 활동: 체스 클럽, 자문, 대학 자문, 대화형 보드 게임,
파인 다이닝, 브로드 웨이 연극, 사회 기술 워크샵, 문제 해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여성 / 남성 역량 강화 그룹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Erasmus Campus YABC 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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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Delano Roosevelt YABC • DBN 20K658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5800 20th Avenue
Brooklyn, NY 11204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K658.pdf

호스트 스쿨: Franklin Delano Roosevelt High School

6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718-621-8930 / 718-621-8931
팩스: 718-621-8922

학교 소개

이메일: Julio_Pena@GoodShepherds.org,
ARepole@Schools.nyc.gov

Franklin Delano Roosevelt YABC는 파트너인 Good Shepherd
Services와 함께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각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장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 및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웹 사이트: www.fdryabc.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F 타고 Avenue I 하차; N 타고 20th Avenue하차
버스: B8 타고 18th Avenue & 58th Street하차; B9 타고 60th
Street & 20th Avenue하차; B6 타고 Bay Parkway & 59th
Street하차; B11 타고 20th Avenue and 50th Street하차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에게 옹호 카운슬러 / 사회
복지사가 배정됩니다. 개인 / 그룹 상담, 중등 과정 이후 기획,
대학 및 직업 탐험 (대학 캠퍼스 방문 및 야간 여행 포함)에
참여합니다. 등록된 모든 학생들은 유급 인턴십 및 학습 취업
교육 수업 (학점 취득이 가능한 직업 탐구 강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연락처: Julio Peña III,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Andrea
Repole, 가이던스 카운셀러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전화하십시오/이메일
등록일과 시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매 학기 시작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 시부 터 오후 7시 30 분까지
임명됩니다. 또한 확인하세요 웹 사이트 등록 일정 및 세부
사항:.

인턴십 하이라이트: Paws in Paradise, Galaxy Comics, Remax
Realty, Modells Sporting Goods, Maimonidies Medical
Center, Brooklyn Public Library, Burlington Coat Factory.

등록 & 입학 정보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전체 학생 수: 215

언어 수업: 스페인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외 활동 학생회, 대학 정보 세미나, 직업 박람회, 지도학습,
특별 이벤트 밤, (특히 남성)합창단, 학부모 그룹, 가이 코드
(젊은 남성 그룹), 걸 코드 (젊은 여성 그룹), 쿠킹 클럽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Franklin Delano Roosevelt YABC의 LTW 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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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K. Lane YABC • DBN 19K50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999 Jamaica Avenue
Brooklyn, NY 11208

The Franklin K. Lane Campus YABC 모토 는 “변명도 없고,
한계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와 Good
Shepherd Services의 부가적인 지원과 협력적인 노력과 함께
인내로 무장한 학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에 재헌신하고 적시에 졸업
요건에 도달하며 대학 및 직업 계획과 같은 졸업 후 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학업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호스트 스쿨: Academy of Innovative Technology
캠퍼스: Franklin K. Lane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674-2100 내선번호. 3330
팩스: 718-827-4013
이메일: 19k501@schools.nyc.gov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Good Shepherds Services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개인 및 그룹 상담, 유급
인턴십, 직업 계획 및 탐구 (개별 직업 상담 포함), 지역사회 구축
활동, 팀 구축 연습, 출석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지하철: J to 75th Street역
버스: Q56 to Elderts Lane & Jamaica Avenue; B13 to
Hemlock Street & Jamaica Avenue

인턴십 하이라이트: Modell’s, Burlington Coat Factory,
St. Nicks Alliance, Pup Hub, Franklin K. Lane Campus 내 수업
프로그램 Campus,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Brownsville Recreation Center, NYS Veteran’s Home
of St. Albans, Body Unique, Single Stop, Forest Park &
Arlington Library, P.S. 290, Queens DA’s Office, Little Busy
Bodies Day Care, Center for Nursing Rehabilitation

등록 연락처: Pascale Larosiliere: 718-647-2100, 내선번호
3304, 휴대전화 646-581-3157; Althea Vega 내선번호 3332 및
Mildred Velasquez 3338 가이던스 카운슬러: 917-667-3319;
Rosalie Marks, 교감: 646-784-6841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오후 4시 30 분에서 8시
사이에 Pascale 씨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십시오.

등록 & 입학 정보

협력 프로그램: Good Shepherd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여러 CUNY 수업 프로그램 Kingsborough,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ew York Technical College, Mercy
College, John Jay College, Long Island University Nursing
Program, Hampshire College, NPower, Youth Connect,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Northwell Hospitals,
Single Stop, LYFE Center (3개월부터 3세까지 무료 탁아 서비스)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언어 수업: 스페인어, 프랑스어

수행

과외 활동: 학생회, 비즈니스 선택 과목, 필드 데이, 탐색 활동,
데이 칼리지 여행, 재미 있고 인센티브 기반의 여행, LGBTQIA
그룹 게임 그룹, 말하기 및 양육 워크샵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K501.pdf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및 배구

47%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Franklin K. Lane Campus YABC의 LTW 파트너는 Good
Shepherd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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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hore Campus YABC • DBN 18K922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6565 Flatlands Avenue
Brooklyn, NY 11236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K922.pdf

호스트 스쿨: Brooklyn Bridge Academy

5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캠퍼스: South Shore Educational Campus
전화: 718-968-1689, 내선 3736
Fax: 718-968-4247

학교 소개

이메일: dharris12@schools.nyc.gov

South Shore YABC는 중등 교육 과정 후 세계에서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성공을 위해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총체적인 학습
프로그램 이며 지역사회 파트너인 CAMBA와의 파트너십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South Shore YABC는 학업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청소년을 가장 잘 대비시킬 수있는 카운셀링 구성
요소를 포함한 개별 학습 계획을 준비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2, 5 타고 Brooklyn College-Flatbush Avenue하차;
L 타고 Canarsie-Rockaway Parkway하차
버스: B6, B78, B82 to Ralph & Flatlands Avenue
등록 연락처: Shenika Montaque, Intake Coordinator
718-968-4100, 내선번호 3892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광범위한 자문 프로그램, 경력 노출 및 계획, 취업
준비 워크샵, 유급 인턴십, 격월로 진행되는 업무 준비 세미나
진행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금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YABC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Shenika
Montaque에 연락하여 캠퍼스 견학을 시작하십시오.

등록 & 입학 정보

인턴십 하이라이트: 식품 저장실, Vet Tech, 에코 건설, 근로
연계 복지 프로그램, 병원 배치, 기업 소매, 법률 회사, 피트니스
/ 운동 클럽, 제빵

전체 학생 수: 215

협력 프로그램: CAMBA Inc.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과외 활동: 남자를 남자답게(젊은 남성 지원 그룹), 정교한 숙녀
(젊은 여성 지원 그룹), 재능 쇼, 학생회, 학생 옹호 단체, 요가
클럽, 작문 클럽, 대학 클럽, 체스 클럽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농구, 플래그 풋볼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South Shore Campus YABC의 LTW 파트너는 CAMB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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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Jefferson Campus YABC • DBN 19K431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400 Pennsylvania Avenue
Brooklyn, NY 11207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K431.pdf

호스트 스쿨: Performing Arts and Technology High School
전화: 718-922-0762, 내선 1302

5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팩스: 718-498-4312

학교 소개

이메일: jbatist3@schools.nyc.gov

Thomas Jefferson Campus YABC는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뉴욕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녁 교육 /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인 Medgar Evers College와 함께 우리 직원들은 YABC 에
등록한 모든 학생이 성인 책임을 다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에
장애 요인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Jefferson YABC는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장 취득 및 중요한 직업 선택 (예 : 대학, 취업
또는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 환경에서 작업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프로그램은 학업 교실 수업,
지도학습, 직업 탐구, 사례 관리, 취업 준비 교육 및 보조 인턴십을
결합합니다. 또한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캠퍼스: Thomas Jefferson Educational Campus

웹 사이트: www.yabctj.com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지하철: 3 타고 Pennsylvania Avenue하차; A 타고 Broadway
Junction하차; C 타고 Liberty Avenue하차
버스: B14 타고 Pennsylvania & Sutter Avenues하차; B15
타고 Pennsylvania & New Lots Avenues하차; B20, B83 타고
Pennsylvania & Blake Avenues하차
등록 연락처: Juan Batista, 교감: 718-922-0762, 내선번호. 1302;
LeHendro Gadson, 프로그램 책임자: 718-566-7156, 내선번호.
1280; Diana Pace, 보조 책임자: 718-566-7156, 내선번호. 1286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은 다음을 받습니다: 직업대비
교육, 개인, 학업 지원, 학습 과외, 테스트 준비, 개별 상담, 그룹
워크샵, 문제 해결 지원, 개인 목표 달성, 멘토링, 직업 및 경력
개발, 취업 준비 및 직업 탐구, 이력서 개선 & 글쓰기, 직업
구하기, 대학 준비, 대학 워크샵, 대학 박람회, 대학 및 대학교
방문, 신청 및 재정 지원 양식 지원, College Now 프로그램

오픈하우스 정보: 우리는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 지, 그리고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개 정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Brookdale 병원, CVS 약국, Building By
Faith Printing, MEC Reprographics Printing, 브루클린 공공
도서관,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 DEFJAM Records, PC Tech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협력 프로그램: Medgar Evers College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언어 수업: 스페인어

전체 학생 수: 215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과외 활동: 웹 디자인, 기악, 타악기 및 보컬 교육, 예술 및 공예,
사진 편집, 음악 감상, Cisco 인증 수업, College Now, 대학 준비,
오디오 스튜디오, 걸 그룹, 맨 그룹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Thomas Jefferson Campus YABC의 LTW 파트너는 Medgar
Evers Colleg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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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Pathways to Graduation Referral Centers
등록하려면 졸업을 위한 진로 (이전의 GED® 플러스로 알려진),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 대안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천 센터에서 학생들은 추천 카운셀러와
1 대 1로 만나 옵션에 대한 개요를 받고, 학업의 역사, 미래 목표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을 논의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천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졸업을 위한 진로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고등학교 대안 교육에 대한 조언과 해당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지원 서비스(탁아 서비스, 상담 및 약물 치료)와 연계시켜 줄 것입니다. 21세 이하 뉴욕시 거주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원하고, 학교와의 재 연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센터에 가야합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
•
•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고등학교 성정증명서를 이해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으십시오.

Brooklyn Pathways to Graduation Referral Centers
@ Bedford Stuyvesant Complex

@ Downtown Brooklyn

연락 정보

연락 정보

주소: 832 Marcy Avenue

주소: 69 Schermerhorn Street

전화: 718-636-5770 팩스: 718-398-4476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A, C 타고 Nostrand Avenue하차, G 타고
Bedford-Nostrand Avenue하차
버스: B43 타고 Tompkins Ave하차; B44 타고 Nostrand/
Putnam Ave하차; B52 타고 Gates/Marcy Aves하차

전화: 718-935-9457 팩스: 718-935-0140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지하철: A, C, F 또는 R 라인을 타고 Jay Street/Metrotech
하차; 2, 3, 4 또는 5 라인을 타고 Borough Hall하차.
버스: B26, B41, B45, B52, B57 또는 B103

등록 & 입학 정보

학교 소개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18 세 ~ 21 세 이어야 합니다. (17 세이면 참작할 만할 상황,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을 위한 진로 학생들은 고졸 학력 인증서 (이전의 GED®
알려진)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거나
경력을 쌓게 합니다. 18-21세 학생들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집니다. Brooklyn은 여러 위성 위치를
지닌 2개의 추천 센터가 있습니다.

•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방문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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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ly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Brookly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풀타임 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at Bedford Stuyvesant
Complex Referral Center/Hub
• Early Literacy
• ELL 서비스: ESL

832 Marcy Avenue
Brooklyn, NY 11216

718-636-5770

Pathways to Graduation at Alpha School-Center for
Progressive Living, Inc.

2400 Linden Boulevard
Brooklyn, NY 11208

718-257-5800

Pathways to Graduation at Boys and Girls High School

1700 Fulton Street
Brooklyn, NY 11213

보류중

Pathways to Graduation at Brooklyn Job Corps Academy

585 DeKalb Avenue
Brooklyn, NY 11205

718-623-4050

Pathways to Graduation at D.R.E.A.M.S.

1615 St. John’s Place
Brooklyn, NY 11233

718-455-4308

Pathways to Graduation at Edward R Murrow High School

1600 Avenue L
Brooklyn, NY 11230

보류중

Pathways to Graduation at Fannie Barnes Urban
Strategies Inc.

829 Saratoga Avenue
Brooklyn, NY 11212

718 -346-2539

Pathways to Graduation at Linden Learning Center
• ELL 서비스: ESL 및 스페인어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1965 Linden Boulevard
Brooklyn, NY 11207

718-649-3400

Pathways to Graduation at Medgar Evers College

1150 Carroll Street
Brooklyn, NY 11225

718-270-6252

Pathways to Graduation at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I

783 Fourth Avenue
Brooklyn, NY 11232

718-369-0303

Pathways to Graduation at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II

25 Thornton Street
Brooklyn, NY 11206

718-387-1600, 내선 33

Pathways to Graduation at Red Hook Community
Justice Center

88 Visitation Place
Brooklyn, NY 11231

718-923-8256

Pathways to Graduation at Ridgewood Bushwick

1474 Gates Avenue
Brooklyn, NY 11237

718-381-9653

Pathways to Graduation at Schermerhorn Street
• ELL 서비스: ESL

69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11201

718-935-9457

Pathways to Graduation at South Shore Educational
Complex

6565 Flatlands Avenue
Brooklyn, NY 11236

718-968-4118

Pathways to Graduation at Sunset Center

360 36th Street, PS 371
Brooklyn, NY 11232

718-788-7608, 내선 3107

Pathways to Graduation at Susan Smith McKinney
Nursing and Rehab Center

594 Albany Avenue
Brooklyn, NY 11201

718-245-7061

Pathways to Graduation at YRoads

17 Hinsdale Street
Brooklyn, NY 11207

718-215-6990

Brookly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파트타임 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Abraham Lincoln High School

2800 Ocean Parkway
Brooklyn, NY 11235

718-337-7400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Boys & Girls High School

1700 Fulton Street
Brooklyn, NY 10473
69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11201

718-636-5770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Schermerhor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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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35-9457, 내선 2040

Brooklyn LYFE Program Site Directory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는 무료 탁아서비스와 자녀가
있는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랍학교에 등록되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만 LYFE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LYFE프로그램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당신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 경우 LYFE 센터에 212-609-8520로 직접 문의하거나 귀하의 자치구의 추천센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 사이트 위치

주소

연락 번호

대중교통

Bushwick Educational Campus

400 Irving Avenue
Brooklyn, NY 11237

718-381-7100,
내선 2050
718-628-8530

지하철: L, M 타고 Myrtle
Avenue 하차
버스: B54, B52, B13, Q54

Pathways to Graduation at
Downtown Brooklyn

67-69 Schermerhorn St
Brooklyn, NY 11201

718-935-9457,
내선 1060
718-935-1726,
내선 1050

지하철: A, C, G 타고
Borough Hall하차
버스: B103, B37, B41, B41L,
B45, B67

Bedford Stuyvesant Preparatory
High School

832 Marcy Avenue
Brooklyn, NY 11216

718-622-4310,
내선 636
또는 627

지하철: A, C 타고 Nostrand
Avenue 하차
버스: B52, B26, B44, B43

Prospect Heights Educational
Campus

883 Classon Avenue
Brooklyn, NY 11225

718-230-6250,
내선 1711
718-399-0922

지하철: 3, 4, 2, S 타고
Eastern Parkway/Brooklyn
Museum 하차
버스: B41, B71

Aspirations High School

1495 Herkimer Street
Brooklyn, NY 11233

718-498-5257,
내선 136 또는 137

지하철: A, C 타고 Broadway
Junction/East New York하차
버스: B20, B25, B83, 024, 026

Grand Street Campus

850 Grand Street
Brooklyn, NY 11211

718-468-8461
718-387-2800,
내선 2851

지하철: L 타고 Grand Street
하차
버스: B13, 054, 059타고

Franklin K. Lane Educational
Campus

999 Jamaica Avenue
Brooklyn, NY 11208

718-647-2100,
내선 8420

지하철: J 타고 75th Street/
Elderts Avenue 하차
버스: 056

High School of
Telecommunications,
Arts & Technology

350 67th Street
Brooklyn, NY 11220

718-759-3485
718-759-3401

지하철: R 타고 59th Street
하차
버스: B37, X27, X37, B9

Paul Robeson High School for
Business & Technology

150 Albany Avenue
Brooklyn, NY 11213

718-953-8119
718-771-0333

지하철: A, C 타고 Kingston
Avenue/Throop Avenue 하차
버스: B65, B15

Thomas Jefferson Educational
Campus (PATHS)

400 Pennsylvania Avenue
Brooklyn, NY 11207

718-922-0762,
내선 136 또는 135

지하철: 3, 4 타고
Pennsylvania Avenue 하차
버스: B20, B83

William H. Maxwell High School

145 Pennsylvania Avenue
Brooklyn, NY 11216

718-345-9100,
내선 1060 또는 1010 또는
1011

지하철: A, C 타고 Liberty
Avenue 하차
버스: B12, B20, B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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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s High School • DBN 01M65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98 Forsyth Street
1
New York, NY 10002

Cascades High School는 CAMBA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담 교사, 대학 교수,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교사로
구성된 종합적인 학생 인사 서비스 팀에 의해 지원 받습니다.
예술 및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학생 외의 현역
회원이며 많은 학교위원회에 봉사합니다.

전화: 646-654-1261
팩스: 646-654-1742
이메일: 01M650@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cascadeshs.org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캠퍼스 내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1/M650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협력 프로그램: CAMBA, Third Street Music Company, 학교
상담, 시각 교육 매체, New York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현대 미술관 (MoMA), WISE Financial Group

지하철: F 타고 Lower East Side – 2nd Avenue하차; J, Z 타고
Bowery하차
버스: M15 타고 East Houston and Forsyth Streets 하차 또는
Allen and Stanton Streets하차

언어 수업: 스페인어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는 학생의 최신 성적 증명서를 팩스로 받은
후에 실시됩니다. receipt of student’s up-to-date transcript.
학교에 연락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및 정부, 지도학습, 종합 오후 학교 과정,
24 시간 온라인 학습 개인교습 지원, 오전 및 오후 수업 추가, 졸업
앨범 아트 디자인, 음악, 연극, 댄스, 피트니스 클럽, 로봇 공학

등록 현황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정보

클럽: 학생회, 피트니스 클럽, 숙제 클럽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39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650.pdf
교과과정: 개선 중(Developing)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4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Cascades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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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cades High School은 연중 16 세 이상, 최소 10 학점, 1개
리전트 시험 통과, 최소 6 학년 수학 및 독해력을 갖춘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가을 학기의 조기 등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7 월과 8 월에 여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은 학기 시작 후 처음 몇주 동안
진행되며 모든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

지원 방법: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여 입학 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이 과정에는 성적표 평가 및 학부모 /
학생 면접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공식 성적 증명서, 출생
증명서, 주소 증명, 면역 증명서, IEP (해당되는 경우) 및
ENL 수준 (해당되는 경우)을 제공해야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 시기를 통보 받습니다.

City-As-School • DBN 02M56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프로그램: 자문, College Now, 대학 상담, CUNY 대학 과정,
모험 기반 집중 학습 및 프로젝트 LYFE Center for student
parents, Restorative Justice Action Team, SAPIS 상담, PSAT
준비, PSAT 및 SAT 시험

 6 Clarkson Street
1
Manhattan, NY 10014

캠퍼스: Fred Koury Campus
전화: 212-337-6881

지하철: 1 타고 Houston Street하차; A, B, C, D, E, F, M 타고
West 4th Street-Washington Square 하차

협력 프로그램: The New Museum, Classic Stage Company,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뉴욕 시민, 교육 비디오 센터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College Now 프로그램, Cooper Union- 토요일
프로그램, MoMA-Teen 프로그램 : 만들어지고있는. 뉴욕 주
컨소시엄 - 성능 기반 평가, Apple Distinguished Program,
Comprehensive Development, Inc., Callen Lorde 지역사회
건강 센터, The Door

버스: M20 타고 Houston St하차

언어 수업: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오픈하우스 정보: 예비 학생은 방문할 수 있습니다. www.cityas.org
다음 오픈하우스 날짜에 대해서는 212-337-6881로 입학 직통전화
212-337-6881로 문의하십시오.

과외 활동: 도시 농업, Mindfulness, 미술 포트폴리오 코칭, GSA,
학교 앨범, 학생 리더십, 방과 후 예술 클럽, 뜨개질, 무대 공연
클럽, Shakespeare Smackdown, 무도회, 워킹 클럽, 도시 자전거
타기, 요가, 허드슨 강 조정

팩스: 212-337-6875
이메일: admissions@cityas.org
웹 사이트: http://www.cityas.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학생

입학 정보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들은 9 월 초에 16 세 이어야 하며 최소 2 개의 수학과
2 개의 과학을 포함한 16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체 학생 수: 616

• 주요 입학 시기 5 월 -8 월 (9 월 입학), 9 월 (10 월 입학),
12 월 -1 월 (2 월 입학)

수행

• 지원 방법: 학생들은 www.cityas.org 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오픈하우스에 참석해야합니다.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60.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41%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cityas.org 최신
오픈하우스 날짜
• 오리엔테이션은 각 표시 기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열립니다.

학교 소개
City-As-School의 독특한 교과과정은 교실 학습과 직장 경험을
결합합니다. 학생들은 미국 자연사 박물관, Manhattan Borough
President 's Office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평가를 사용하는
60 가지의 도전적이고 흥미진진한 사내 수업을 포함한 400 개
이상의 인턴십 중에서 선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표준화된
시험을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제시함으로써 NYS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합니다. 학생들은 반주 동안 인턴십에 참여하고
나머지 반주 동안은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수업에 참석합니다. 인턴십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학습을 하고 21세기 기술을 개발합니다.1st-Century
skills. 우리의 업무로 이끄는 핵심 가치는 힘, 자유, 자기 표현,
비판적 사고, 책임, 상호 존중, 신뢰 및 공동체 정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학생들의 관심사 파악, 대학 지원 절차 탐색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삶으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City-As-School
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환경입니다. 학생들은 지식, 사회 기술 및
자신감을 습득하여 대학 및 직업 옵션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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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A. Reynolds West Side High School • DBN 03M50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40 West 102 Street
1
Manhattan, NY 10025
nd

Edward A. Reynolds West Side High School은 경제적으로 자급
자족하고 사회적으로 의식이 풍부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를 존중하는 양육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규모 학급, “가족 그룹”을 지지, 학부모
개입 기회를 특징으로 하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West Side
High School 제공합니다.다른 학교들에 의해 외면당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을 돕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할 때 대학에 갈 준비를 모두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이래로 우리 학교는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대의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동맹국이 정한 표준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정책.

전화: 212-678-7300
팩스: 212-678-7380
이메일: admissions@earwshs.net
웹 사이트: http://www.earwshs.net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3/M505/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1, B, C 타고 103rd Street하차
버스: M7, M11, M104 타고 102nd Street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전화해서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AVID, 가족 그룹, 오전 학교, 오후 학교, Saturday
Algebra for All Academy, College Now, College and Career
Planning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7세 이상 학생

협력 프로그램: HealthCorps, 가족 요리 제작, Nutribullet
University, LYFE, Ryan Center, Alliance for a Healthier
Generation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492

과외 활동: 댄스, 요리, 스피닝, 비디오 제작, 이벤트 기획, 육상
클럽, 요가, 원예

수행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녀 농구, 남녀 혼성 소프트볼, 여학생
배구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05.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6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입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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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ward A. Reynolds 는 연중 17세 이상, 최소 10학점을
지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면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

단계적 입학: 주요 입학 시기 6 월 -8 월 (9 월 입학), 1 월
(2 월 입학) 및 2 월 (3 월 중순 입학)

•

지원 방법: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earwshs.net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주중에
인터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성적표,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오리엔테이센 끝날 때 통보를
받습니다.

Emma Lazarus High School • DBN 02M394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00 Hester Street
1
New York, NY 10002

Emma Lazarus High School은 뉴욕시 선교 협회 및 디플로마
플러스와 협력하여 어려운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할 때 영어
학습자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과정은 언어와 콘텐츠 습득, 보조 교재, 직장 인턴십,
상담, 대학 및 직업 탐구, 연장 수업 및 문화적으로 조화 된 활동에
중점을 둔 교실 학습에 의해 촉진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기타 실제 접근법은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구적이고 정서적으로 고등학교 이후 자신의 길을
걷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212-925-5017
팩스: 212-925-5920
이메일: emmalazarus1@gmail.com
웹 사이트: http://www.emmalazarus.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394/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프로그램: 취업 학습, 학교 리더십 팀, 자문, 기술 / 언어 습득
프로그램 및 대학 준비 프로그램

지하철: B, D 타고 Grand Street하차; 6, J, N, Q, R 타고
Canal Street하차; F 타고 East Broadway하차

협력 프로그램: 뉴욕시 선교 협회, Diploma Plus

버스: M15 타고 Hester & Allen Streets하차; M103 타고
Grand Street & Bowery하차

언어 수업: 구조화된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정보: 입장료 및 인터뷰는 월수금 오전 9 시부터
11 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별 약속이 필요하다면 학부모
코디네이터인 Jillian Ramos에게 내선 2043로, 또는 우리의 가이던스
카운슬러인Stacy Shau에게 내선 20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과외 활동: 학업 수업, 댄스, 요가, 학생 지도학습, 지역사회 및
리더십 구축 활동 및 기술 훈련, 학생위원회 및 정부 개발 활동,
학생 및 예술가 리드 워크샵 및 직업 개발을 포함하는 오후 학교
프로그램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우리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제한된 영어 실력을 가진 16 세 이상이며 최소 1 년
이상 고등학교에 다닌 뉴욕시 거주자

입학 정보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309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394.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8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Emma Lazarus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뉴욕
선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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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ma Lazarus High School는 연중 16 세 이상,
영어학습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직원은 항시 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학교에 연락하거나 방문 하셔서 입학 약속을
잡으세요.

•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성적표, 면역
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과 토론 후에 바로 통보를
받습니다.

Forsyth Satellite Academy • DBN 01M458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98 Forsyth Street
1
Manhattan, NY 10002

우리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우리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학업과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연결하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해방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 Forsyth Satellite
Academy는 성장과 노력이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지는 학교입니다.

전화: 212-677-8900
팩스: 212-260-3063
이메일: IRobert4@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1/M458

프로그램: 자문 / 가족 그룹, 통합교과 과정, 도시 미디어 및
비디오 프로젝트, 복원 관행 및 또래 중재, 종합 예술 및 대학
진학 준비반, 오후 학교, 학점 복구, iLearn NYC, TJX 청소년
사업 연구소, 러닝 클럽

www.forsythsatellite.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협력 프로그램: NYC 외곽 경계 학교, 역사와 우리 자신, Henry
Street Settlement, University Settlement YMCA, Mayor’s
Taskforce on Chronic Absenteeism and Truancy, New York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Queens
College, CUNY 및 SUNY 대학, Coalition of Schools Educating
Boys of Color (COSEBOC), Downtown Community Television,
Art for Progress

지하철: F 타고 Lower East Side-2nd Avenue하차; J, Z 타고
Bowery하차
버스: M15 타고 East Houston Street & 2nd Avenue하차; M21
타고 East Houston & Forsyth Streets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입학 페이지를 살펴 보십시오.
www.forsythsatellite.org.

언어 수업: 스페인어

등록 현황

과외 활동: 예술 연결, 도시 단어, Irondale, 아프리카 브라질
예술 클럽, 모든 남성 독자 및 작가, University Settlement Stride
Program, DC Television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12

입학 정보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458.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중(Developing)
7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Forsyth Satellite Academy는 전통적인 고등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은 젊은 학생들이 학생이 중심인 소규모 환경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학습자 공동체이며 학생들의 개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식, 말, 예술, 인간 관계 및 비폭력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 희망,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성과 기반 평가 학교로서 ELA 리전트 대신 리전트
면제를 실시하므로 Forsyth 학생들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수학, 영어 및 과학 포트폴리오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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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yth Satellitle Academy 는 연중 16세 이상, 최소 5 학점을
지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9 월 -10 월 (가을 입학), 1 월 -2 월 (겨울
입학),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 시 부터 오후 3 시 까지.
또한 여름 방학 (결정된 시간 및 장소) 동안에 다가오는
학기에 대한 입학 지원서를 받습니다.

•

지원 방법: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다운을 받으십시오.
www.forsythsatellite.org.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지원서가
제출된 후 통보를 받습니다.

Harlem Renaissance High School • DBN 05M28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점심 시간 프로그램 (건강, 정신 건강,
비디오 그래피, 사진, 음악 / 타악기 / 그루브 앙상블), 온라인 및
혼합 학습, SPARK 프로그램, 전문 음악 스튜디오 및 비디오 편집
랩, 젊은 학부모 그룹, 또래 중재 및 분쟁 해결, 지도학습, 캠퍼스
내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2 East 128th Street
2
New York, NY 10035

전화: 212-996-3795
팩스: 212-996-4354
이메일: asandigo@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5/M285/
default.htm

협력 프로그램: 뉴욕시 선교회, 헌터 대학 리버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Marquis Studios (예술 파트너), 할렘 병원, 100 개
학교 프로젝트, 거리 코너 자원, SPARK, NAMI, NYC Dept of
Health, Mount Sinai Adolescent Health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2, 3, 4, 5, 6, B, C 타고 125th Street하차

언어 수업: 스페인어

버스: BX15, M101, M103 타고 125th Street 하차

과외 활동: 오전 및 오후 학교, 라디오 및 음악 제작, 비디오
저널리즘, 정원 가꾸기, AP 영어 준비, SAT 및 리전트 준비, 대학
및 직업 기회, “나는 평화”사회 활동, 연극 여행, 대학 견학, GLA,
Groove Ensemble

오픈하우스 정보: 예약은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맨하탄과 브롱크스 16세 이상 거주자, 그 다음으로
뉴욕시 16세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입학 정보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체 학생 수: 231

HRHS 는 연중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5 월 / 6 월 / 7 월 / 8 월 (9 월 입학), 10 월 /
11 월 (12 월 입학), 1 월 / 2 월 (3 월 입학)

•

지원 방법: 면접 일정을 계획하려면 Sandigo 씨에게
전화하십시오.

•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와 함께 면접을 본 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면접은 교장, 가이던스
카운슬러 및 출석 교사를 포함한 입학 팀과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됩니다.

•

학생들은 면접 때 성적표와 면역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오리엔테이션은 학기 초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285.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소개
Harlem Renaissance High School는 뉴욕 선교회와 협력하여
전통적인 고등학교에서 성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2 년 또는 4 년제 대학,
직업 학교 또는 군 복무를 포함하는 중등 교육 이후 기회를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는 시각 예술 공연 예술 분야에서 Marquis
Studios 및 Street Corner Resources와 함께 일하는 기회와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술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예술계에서의 기회를
잡고 Harlem Renaissance의 개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턴십 과제, AP 영어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Harlem Renaissance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뉴욕
선교회입니다.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함께 명확한 목표 및 개별
행동 계획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학교에 도착시 모든 전자 기기/
전화기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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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Milk High School • DBN 02M586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0 Astor Place, 3 Floor
2
Manhattan, NY 10003
rd

소규모 거치 학교인 Harvey Milk High School (HMHS)의 사명은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 공동체를 설립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HMHS
는 입학하기 전에 다른 고등학교 중 한 곳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대안적인 소규모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10-12 학년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학생 협력을 강조하는 대학
및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엄격한 학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HMHS의 이러한 육성 교육 환경은 학문적 성공에
도전하고 촉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자긍심이 강한 자신감
있는 지역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 212-477-1555
팩스: 212-674-8650
이메일: rtorres10@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86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6 타고 Astor Place하차; R 타고 8th Street-New York
University
버스: M1, M8 타고 Broadway or Lafayette Avenue & 8th Street
하차; M103 타고 Cooper Plaza하차; M6 타고 Astor Place하차

프로그램: 또래 중재, 서비스 학습 기회, 다양성 패널, 또래 교육,
자문, 멘토십, 인턴십, 지도학습, 오후 학교, 토요 학교, 직업
준비, 대학 및 직업 상담, College Now, Access to NYU College
Classes and PLATO - 속성 학점 이수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들

오픈하우스 정보: 약속을 잡으려면 학부모 코디네이터 Ms.
Rocio Torres에게 212-477-1555 옵션 1 또는 646-265-5760
으로 연락하십시오. 지원서는 접수처 또는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86/
TopLinks/Application+Page.htm

협력 프로그램: Hetrick-Martin 연구소, New York University
Liberty Partnership, Theatre Development Fund,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Pfizer, PENCIL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Paul Hastings 법률 사무소, Day One
포함합니다

입학 우선권: 현재 학교에서 전학을 가고자 하는 뉴욕시 학생들;
입학은 승인/면접 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74

과외 활동: 학생위원회, 지도학습, PM 학교, 토요 학교, 댄스,
미술, Hetrick-Martin Institute 프로그램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86.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6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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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ey Milk High School 는 연중 사례별로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합니다.

•

입학 과정은 여러 평가와 직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결정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과정이 끝난 후 통보를
받습니다.

High School for Excellence and Innovation • DBN 06M42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50 Academy Street
6
Manhattan NY 10034

High School for Excellence and Innovation에서는 고등
학교 시절 동안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발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저희는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정, 사회 및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은 고등 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중등 이후 교육이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여 21세기
진로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전화: 212-569-1022
팩스: 212-569-1190
이메일: hs.excellenceinnovation@gmail.com
웹 사이트: www.schools.nyc.gov/SchoolPortals/06/M423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1 타고 Dyckman St하차; A 타고 Dyckman St 200th St
하차

프로그램: iLearnNYC, 토요 아카데미 및 오후 학교, 영화 제작,
밴드, 미술, 교내 스포츠, 무술, 부모 GED 수업, 새로운 언어로서의
영어,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버스: Bx12, Bx12-SBS, Bx20, Bx7, BxM1, M100, M3, M4
오픈하우스 정보: 학부모 견학 일정이나 예비 학생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예술 문화 여행, 지역사회 봉사 활동 프로젝트,
건강 프로그램, 수학팀, NYS 리전트 준비, 또래 지도학습, 토요
아카데미, 학교 견학 가이드, 과학 탐험가, 학생 위원회, 학생 또래
조정팀, 학생 홍보 대사, 학생 주도형 시청 의회, 록음악 밴드.

등록 현황
자격: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뉴욕시의 15-16세 거주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및/또는 중학교에서 두 차례 유급된
기록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전체 학생 수: 221

학교 스포츠 농구 야구 및 농구 여학생: 농구, 소프트볼, 배구
클럽: 혼성: 실외 육상, 학생 대 교사 게임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423.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중(Developing)
5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학생은 학교 개방에 반드시 참석하고 맞춤 입학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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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ies Preparatory Academy • DBN 02M60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51 West 18 Street역
3
Manhattan, NY 10011
th

본교는 다양한 학생회와 참여 민주주의, 연구 기반 학습,
성과 기반 평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중점을 둔 개인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교의 사명이자 약속인 다양성의 하나로,
대안적이고 개별화된 교육 환경을 찾고자 하는 편입생을 받고
있습니다.

캠퍼스: High School for Humanities Educational Campus
전화: 212-929-4433
팩스: 212-929-4445

프로그램: 과학과 사회, 폭력과 평화, 수학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과정,
Poetry Coffeehouse, 대학 과정, 대학 준비 워크숍, SAT 준비
과정, 지역사회 활동 인턴십, 국제 야외 활동, the 뉴욕 공연 표준
컨소시엄의 특별 활동, The New York City 글쓰기 프로젝트,
Montreal, New Orleans (after Katrina), Washington, D.C.등
도시에 대한 관심 기반 활동

이메일: Hilda@humanitiesprep.org
웹 사이트: http://www.humanitiesprep.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605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1 to 18th Street; 2, 3, A, C, E 타고 14th Street하차;
L 타고 8th Avenue 하차
버스: M5, M7 타고 18th Street하차; M14A, M14D 타고 8th
Avenue하차

협력 프로그램: NYC Outward Bound,레즈비언, 게이, Bisexual
& Transgender (LGBT) 커뮤니티 센터 ( “The Center”), NYC
작문 프로젝트, The Lineage Foundation, 허드슨 강 커뮤니티
세일링, HealthCorps, Mount Sinai, 의료 센터, Baruch College,
Eugene Lang College The New School for Liberal Arts,
Hunter College, New York University, 예술 교육 센터, 주방
공연 예술 센터, Nuyorican Poets Cafe, PEN American Center,
필수 학교 연합, 뉴욕 공연 기준 컨소시엄, 세계 기아를 끝내기
위한 활동 센터, Google (FIRST Robotics Program), DE Shaw

오픈하우스 정보: 학교 개방은 가을에 시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Manhattan 학생 또는 거주자에게 우선권, 그
다음으로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9 - 12
전체 학생 수: 225

과외 활동: 공정성위원회, 학생 중재, 직원을 위한 회복적 사법
모델, 소녀 지원 그룹, 분노 관리 그룹, 비평 친구 그룹, 조사 그룹,
분배 / 민주 지도력,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시각 및 공연 예술
사회, 준비 합창단, 준비 뮤지컬; 클럽: 학생회, 학생 활동 위원회,
NYC Outward Bound Adventure, 요트, PrepCorps, 로봇 공학,
셰익스피어 협회, HumaniTube, Healthwise, “Iron Chef”, 예술
및 공예품, 음악 단체 / 밴드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605.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소년 야구, 농구 및 JV 농구, 볼링, 핸드볼,
축구, 배구, 여학생 농구, 핸드볼, 축구, 소프트볼, 테니스, 배구;
혼성 볼링, 테니스, 탁구

입학 정보
• 자세한 정보는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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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High School • DBN 02M544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50 10 Avenue
8
Manhattan, NY 10019
th

Independence High School는 소규모의 배려있는 환경에서 높은
학업 기준을 가진 교수법 및 학습을 포용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청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엄격한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향상된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고문과 학생 Camba 옹호자는 각 학생과
가족들이 학업 목표를 달성하고 중등 교육 이후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상급 인턴십은 학생들이 중등 교육 이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시킵니다.

전화: 212-262-8067
팩스: 212-262-8110
이메일: RSmolki@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44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1, 2, 3, A, B, C, D 타고 59th Street-Columbus
Circle하차; N, Q, R 타고 57th Street하차

프로그램: 대학 카운슬링, 복원 360, Camba, 학습, 오후 학교
(보충 교육 지원), 야간 학교, 캠퍼스 내 교육 (LYFE)을 통한 생활,
Oyessy 온라인 교육 CUNY LINCT, AP 과정, 정신 건강 자료

버스: M11 타고 57th Street하차; M31, M57 타고 9th Avenue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방문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CAMBA

등록 현황

언어 수업: 스페인어와 라틴어

입학 우선권: 최소한 8학점을 지닌 16세 이상인 뉴욕시 학생

과외 활동: 상급생 인턴십, 학생 담당 조정관(COSA)이 구성하는
학생 활동,도서 클럽, 레코딩 스튜디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338

입학 정보
•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544.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Independence High School는 연중 16 세부터 21 세사이,
최소 8학점, 1개 리전트 시험 통과,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지속적으로, 학기는 9월, 12월, 3월에
시작합니다.
• 지원 방법: 오픈하우스와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약속을
정할려면 입학 사무실에 연락 하십시오.
•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를 동반하며 성적표, 출석 기록,
면역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본교에 입학 할 학생들은 오픈하우스나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는 면접 과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Independence High School 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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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 • DBN 03M404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45 West 84 Street
1
New York, NY 10024
th

Catholic Charities Alianza Division과 협력하여 Innov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는 전통적인 고등학생 환경에서 사회
및 학업적 성공을 위한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경험을 제공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며 대학 및 / 또는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혁신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중등 교육 이후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 준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목표는 모든 졸업생들이 진정한 학습자가 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탁월한 분석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캠퍼스: Louis D. Brandeis Educational Campus
전화: 212-724-2039
팩스: 212-724-2765
이메일: jaimee.fischer@innovationdp.org
웹 사이트: http://www.innovationdp.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 College Now (현장), AP 수업, 오후
학교, 자문, 프로젝트 기반 학습, 멀티미디어 및 시각 예술, 혼합
학습, 연극 예술

지하철: 1, B, C 타고 86th Street역
버스: M7, M10, M11, M104 타고 84 Street하차; M86 타고
Columbus Avenue하차
th

협력 프로그램: Catholic Charities Alianza Division, BMCC
(College Now), 교육 비디오 센터 (EVC), PROSE, New Vision

설명회: 자세한 정보는 학교의
웹 사이트: 설명회에 등록하라면 또한 학교에 연락하여 다가오는
설명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언어 수업: 스페인어

등록 현황

과외 활동: 직업 탐구, 유급 인턴십, 학생회, 지도학습, 리전트
및 SAT 준비, 대학 견학, 야간 청소년 개발 여행, 농구 토너먼트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클럽: 학생회, Project G.R.E.E.N. 남성 멘토링 프로젝트,
Project R.E.D. (청소년 여성 그룹), 체스 앤 카드 놀이 클럽,
구어 클럽, 극장 클럽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74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404.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6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Innov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최소 10학점, 1개의 리전트 시험,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고 풀타임 고등학교로 돌아갈 용의가
있는 학생들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방법: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innovationdp.org 또는 학교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212-362-5830으로 전화하여 학부모 / 보호자와
함께 설명회에 등록하십시오. 관심이 있다면, 입학 면접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가장 최근의 영구 기록 (선호) 또는 성적 증명서,
학생 평가 보고서 (ATS에 대한 RESI), 가장 최근의 성적표,
출석 보고서 (ATS에 대한 RISA) 및 IEP (해당되는 경우)를
제공해야합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Innovation Diploma Plus High School 의 LTW 파트너는
Catholic Charities Alianza Divis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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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mes Baldwin School • DBN 02M313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51 West 18 Street
3
Manhattan, NY 10011
th

우리는 다양한 학생 단체에 개인적, 학제적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핵심 가치, 참여 민주주의, 탐구 기반 학습, 성과 중심
평가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강조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헌신의 일환으로, 우리는 현재의 교육 환경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편입생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
성과 표준 협회 (NY Performance Standards Consortium)
의 일환으로 우리는 ELA리전트 시험을 제외한 모든 주 리전트
시험에서 면제 받았습니다. James Baldwin School은 NYC
Outward Bound Schools 및 EL Education과 협력 관계를
맺어 학교 디자인 원칙은 프로그램 및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지원합니다. 모든 신입생들은 신뢰와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는
Outward Bound 캠핑 여행을 떠납니다. 각 학생은 지원을 위한
개인 고문과 Crew라고하는 자문 그룹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간
타운 미팅이 있고 우리의 일정에는 심층 학습을 허락하는 긴
수업이 있습니다. 본교의 대학 프로그램에는 뉴욕시 대학 수업,
여행 및 재정 지원 및 지원에 대한 원조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인류애, 지성, 다양성, 진리를 존중하고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헌신합니다.

캠퍼스: Bayard Rustin Educational Campus
전화: 212-627-2812
팩스: 212-627-9803
이메일: admissions@baldwinnyc.org
웹 사이트: http://www.thejamesbaldwinschool.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313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지하철: 1 타고 18th Street; 2, 3, A, C, E 타고 14th Street하차;
L 타고 8th Avenue 하차
버스: M5, M7 타고 18th Street하차; M14A, M14D 타고 8th
Avenue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오픈하우스에 관한 정보와 James Baldwin
School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입학 사정관에게
212-627-2812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admissions@baldwinnyc.org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thejamesbaldwinschool.org.

협력 프로그램: NYC Outward Bound 학교 및 EL 교육, Integral
Yoga Center, LGBT 커뮤니티 센터, 허드슨 길드, 뉴욕 성과 표준
컨소시엄, Mount Sinai 건강 클리닉 (현장), NYUs Academic
Achievement Program’s Gentlemen of Quality, Teachers
College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5 세 이상인 맨해튼 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다음 15 세 이상의 뉴욕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1학기를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녔어야 합니다.

언어 수업: ASL
과외 활동: 공정성위원회, 또래 중재, PBAT 개인교습, SAT 준비,
시각 예술, 음악 제작, 인턴십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67

클럽: 모의 재판팀, 또래 중재, 수석 활동위원회, Coffeehouse
Artists’ Lounge지역사회 활동 프로젝트 (Habitat for Humanity
Work-Week in Buffalo, NY), 웨이트 트레이닝, 허드슨 강
커뮤니티 세일링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313.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48%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야구, 농구 및 JV 농구, 볼링,
핸드볼, 축구, 배구: 여학생 농구, 핸드볼, 축구, 소프트볼,
테니스, 배구 및 JV 배구

입학 정보
• 학생들은 지원서와 면접을 보고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우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오픈하우스에 가는 것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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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th S. Kaye High School • DBN 02M31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21 East 96 Street
3
Manhattan, NY 10128
th

The Judith S. Kaye High School (JSK)은 고등 학교 졸업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을 재교육합니다. JSK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학생이 졸업장, 경력 및 기술 인증서를 획득하고
대학, 직업 및 대학원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까다로운 21 세기 대학 및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대인
관계 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JSK
는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하는 독립적인 배려심 있는 사상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 학교는 학교와 법정 밖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Judith S. Kaye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전화: 718-935-5508
이메일: abrown192@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지하철: 6 타고 96th Street하차, Q 타고 96th Street하차
버스: M96, M15, 타고 96th Street하차; BXM1, M98, M101, M102,
M103 타고 East 95th Street and Lexington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예비 학생은 718-935-3406로 전화하여 면접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학기 등록은 2017년 5 월에
시작하여 여름과 9 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프로그램: 모든 학생들은 JSK에 다니는 동안에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직업 및 기술 교육에 참여합니다.
다음과 같은 17 가지 직업 및 기술 옵션이 있습니다. 빌딩 유지
보수, 전기 설치, 목공, 배관 설치, 용접, 공인 간호사 보조,
사무실 기술, 의료 청구 및 코딩, 비전 기술, 시스코 네트워킹,
그래픽 디자인, A + / IT 필수, 웹 디자인 및 소셜 미디어, 자동차
기술자 , 요리 예술, 이발사, 내추럴 헤어 스타일링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학교는 학점이나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91

수행

협력 프로그램: 79 학군, Getting Out Staying Out (GOSO),
Lenox Hill Neighborhood House, Friends of Island
Academy, 링컨 센터, 유태인 박물관, CAMBA (직업대비 교육)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프랑스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 JSK는 방과후 스포츠 기회와 클럽을 포함한 과외
활동도 제공합니다.

입학 정보
•

Judith S. Kaye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CAM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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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학생

Liberty High School Academy for Newcomers • DBN 02M55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프로그램: Liberty High School은 뉴욕 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은 초보자에게 독립적인 ESL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 West 18th Street
2
New York, NY

전화: 212-691-0934

협력 프로그램: Liberty High School Academy for Newcomers
partners with The Kitchen, 지역 극장 예술 회사, New York
City Immigration Coalition, Action NYC, The Bridge for Dance,
TADA, Heritage HealthCare, Little Flower Yoga, Ali Cultural
Arts and Mentoring Program.

팩스: 212-727-1369
이메일: rhuegel@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50/
http://libertyhsnyc.com/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적으로 접근 가능

언어 수업: 스페인어

지하철: 1 타고 18th Street하차, 2, 3, F, M 타고 14th Street
하차, A, C, E, L 타고 14th Street 타고 8th Avenue 하차

Title III 여름 프로그램

AP4ALL AP: 스페인 언어 및 문화, AP 영어 언어 및 작문, AP 미국사

버스: M1, M11, M14A, M14D, M20, M23, M5, M7

과외 활동: African Drumming, 탁구, 연극 예술, the Bell
School Newspaper, National Honor Society Chapter

오픈하우스 정보: 최신 정보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212) 691-0934, 내선1120.

등록 현황

클럽: 아트 클럽, 로봇 공학 클럽, 학생회 클럽, 저널리즘 클럽,
요가 클럽

입학 우선권: 새로운 이민자들과 여전히 영어 습득이 필요한 학생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여학생 배구, 남학생 축구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430

입학 정보
•

수행

Liberty High School Academy for Newcomers는 14.5
세의 나이에 9 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DOE) 학교에서
9학년 또는 10학년으로 전학 오는 경우1 개의 리전트를
통과해야하며 최소 9 학점을 지녀야 한다. 또는 뉴욕시
교육청 (NYC DOE) 학교에서 11 학년 또는 12학년으로 전학
오는 경우 2개의 리전트를 통과해야하며 최소 10-15 학점을
지녀야 한다.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550.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51%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학생들은 영어학습학생, 새로 도착한 국가 또는 최근 도착
(1-2 년)해야 합니다.

학교 소개

•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를 데려오고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 신분증 및 모든 외국 성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요 입학 시기 입학은 9-12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 지원 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에 부모 / 보호자와 함께
면접을 위해 오십시오. 학생들은 또한 예약을 하기 위해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가이던스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Liberty High School Academy for Newcomers는 뉴욕시의
서쪽 18 번가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9 학년에서 12 학년의
새로운 이민자 학생이나 영어 습득이 필요한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 시키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학생의 다양성을 축하하면서 영어를
추가 언어로 습득하는 데 집중할 수있는 작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면접 날 통보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합격 시점에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대학 및 직업 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
책임있는 공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학교 수업, 지도학습, 활동, 직업, 학업 및
개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과 가족들을 참여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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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East Side Preparatory High School • DBN 01M51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45 Stanton Street
1
Manhattan, NY 10002

U.S. News and World Report에 의해 뉴욕의 상위 100개 고등
학교로 선정된 Lower East Side Preparatory High School
(LESP)는 고등학교 리전트 또는 어드밴스드 리전트 졸업장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은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원과 풍요 로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ESL, 중국어와 스페인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고등 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LESP는 로봇 공학, 과학 및 수학을 결합한 역전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iPads, 무선 컴퓨터실 및 최첨단
과학 실험실이 있는 인상적인 도서관 미디어 센터를 운영합니다.
미적분, 화학, 스튜디오 아트, 영어, 중국어 및 스페인어 AP 강좌를
제공합니다. 또한 LESP에는 광범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사회 사업
및 지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 212-505-6366
팩스: 212-260-0813
이메일: ranaya@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lespnyc.com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F, J, M, Z 타고 Delancey Street-Essex Street하차
버스: M9, M14A 타고 Rivington and Essex Streets하차;
M15 타고 Rivington & Allen Streets하차; M21 타고 Essex &
Houston Streets하차; B39 타고 Essex & Delancey Streets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ckung@schools.nyc.gov 오픈하우스 일정 또는 견학 일정에
대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지원서 접수와 면접은 매일 월요일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까 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College Now, 로봇 공학, 전화적인 이중 언어 교육,
ESL, 마우스 스쿼드 인증, 또래 지도학습, Maker Bot (3D 인쇄)
및 학생의 요구 / 관심 사항을 반영한 연장 수업 프로그램. 현재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해양 생물학,
유전학, 질병, 체육 (요가, 탁구, 현대 무용), 건축 및 실내 디자인,
포토샵, 문학 저널, 중국 문맹 퇴치, 연극, 연설 및 요리 예술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 세 이상 학생들은 우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입학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협력 프로그램: New York University, College Now BMCC /
Hunter College, Henry Street Settlement, 라이온스 클럽,
Grand Street Settlement, 아시아계 미국인 평등, Charles
B. Wang 보건 센터, 댄싱 교실, 링컨 센터 공연 예술 센터,
iLearnNYC, Healing Arts Initiative HAI), Goldman Sachs,
Ballet Hispanico, Magic Box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559

수행

과외 활동: 학생회, 명예 학생 단체, 또래 지도학습, 리더십
프로그램, SAT 준비, 리전트 준비, 마우스 스쿼드, 예술, 드라마,
비디오 프로덕션, 합창 음악, 현대 무용, 현대 무용, 힙합 댄스,
볼룸 댄스, 중국 문화 클럽, 탁구, 농구, 체력 단련실, 댄스 팀, 웹
디자인, 체스 클럽, 법의학 및 견학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15.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7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남녀 혼성 육상, 탁구, 축구

입학 정보
편입생들은 최소 10학점을 이수하고 2개의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욕 주 이외의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이전
학교에서 9 학년을 다녔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면접 과정을 통해 여전히 고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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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Comprehensive Night and Day School • DBN 02M57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Development Inc (CDI)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들은 지도학습,
대학 진학, 장학금, 직업 탐구 및 인턴십, 법률 보조, 주거 및 의료
문제에 대한 추천, 졸업 후 서비스 등 무상 현장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LTW 유급 인턴십, 새로운 언어 (ENL) 집중 영어
프로그램, College Now, 미적분 AB, 미적분 BC 등 고급 배치
과정, 중국 언어 및 문화, 영문학 및 작문, 스페인어, 프랑스어,
정부, 컴퓨터 과학
협력 프로그램: Comprehensive Development, Inc. (CDI),
LaGuardia Community College, Cooper Cooper (기계 공학),
Rockefeller University (실험 동물 연구), CVS, The New York Eye
and Ear Infirmary of Mount Sinai, NYC Parks Department, NYC
공립 도서관.
과외 활동: 사진 클럽, 교내 농구, 미술 클럽, NYC 탐색기, 환경
클럽, 코러스, Weekend Open Gym, Voices LGBTQ student
group.

 40 2nd Avenue
2
15th Street and 2nd Avenue 코너
New York, NY 10003

전화: 212-353-2010
팩스: 212-353-1673
이메일: mtoise@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mcndhs.com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L 타고 1st Avenue하차; 4, 5, 6, N, Q, R 타고 14
Street-Union Square하차; L 타고 3rd Avenue 하차
버스: M15 타고 2nd Avenue하차; M14 타고 2nd Avenue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9 월, 10 월, 1 월, 2 월, 5 월 및 6 월에 화요일
저녁에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 오픈하우스가 언제
열리는지 웹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mcndhs.com 입학을
클릭하거나 212-353-2010, 내선. 30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학생은 등록시 면접을 받고 졸업을 목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성 축구, 여성 축구, 여성 배구, 혼성 탁구

입학 정보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본교는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7년
7월 1일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2017년 7월 1일 전에 17세가
되어야 합니다. 편입생은 최소 17 학점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사회 과목에서 1개의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예상 학년 구성: 등급 수준이 아닌 학점 요구 사항 및 졸업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학생 수: 764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M575.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7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2017년 7월 1일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2017년 7월 1일 전에
17세가 되어야 합니다. 편입생은 최소 17 학점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사회 과목에서 65점으로 1개의 리전트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

8 월의 마지막 주부터 10 월 31 일까지 (가을 학기), 1 월 1 일
-2 월 28 일 (봄 학기), 5 월 1 일 -6 월 30 일 (여름 학기)부터
등록합니다.emester)

•

지원 방법: 온라인으로 등록하십시오. www.mcndhs.com.
온라인으로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다음 오픈하우스에
초대장을 받습니다. 오픈 하우스에서 학생들은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

학생들은 영구 기록 (선호)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학생 평가 보고서 (ATS에 관한 RESI
보고서); IEP (해당되는 경우)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약속 1-2 일 이내에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학기 중에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학교 소개
우리는 뉴욕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된 거치 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는 오랜 거주자이든, 최근의
이민자이든 관계없이,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고등학생에게
봉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과와 지원 서비스 수준에 필적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AP와 College Now 과정을 통해 곧바로
새로운 언어 수업으로 초급 수준 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인의 책임이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일정을
제공합니다. Classes are offered for

Manhattan Comprehensive Night & Da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Comprehensive Development, Inc.입니다

수업은 주간과 야간에 영어학습학생 (ELL)에게 제공되며,
저녁에는 편입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포함하여 일년 내내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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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Hill Academy • DBN 02M432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프로그램: 리전트 및 SAT 준비,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일대일
어드바이스, AP 과목, 개인 대학 및 직업 상담. 직업인 인터뷰,
인턴십, 지역사회 봉사 활동, 학교 서비스 프로그램, 혼합 학습
환경, iLearn, Achievement Mentoring, College Now with Baruch
College and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혼합
미디어 예술 프로그램, Cent’s Ability, PENCIL, 학생 지원 서비스
및 멘토링, Good Shepherd Services, Big Brothers and Big
Sisters (Weil, Gotshal & Manges), Bellevue Hospital Center, High
Schools That Work, 국제 협력 (호주, 핀란드 및 남아프리카)

 11 East 33rd Street
1
New York, NY 10016

전화: 212-696-0195
팩스: 212 696-2498
이메일: Amannin3@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mhacademy.net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6 타고 33rd Street하차; B, D, F, N, Q, R 타고 34th
Street-Herald Square하차

언어 수업: 스페인어 및 온라인 어학 강좌

버스: M15, M101, M102, M1, M2, M3, M4 타고 34 Street하차;
M16 타고 Park Avenue하차
th

과외 활동: 방과후 학교 지원 및 학생들을 위한 심화 학습,
지도학습 및 리전트 준비 (STARS), 토요일 지도학습, 우등생
단체, 학생 의원회, BEATS 음악 및 시, 시각 미술 클럽, 거리 병사
지역사회 봉사 활동, Paw Print Newspaper, Mouse Tech Squad,
학생 앨범 , NYPD Youth Explorers, 댄스 클럽, Green Team, 영화
클럽, 또래 중재 팀, 학생 활동 (COSA), GSA 클럽, 관계 구축 클럽

오픈하우스 정보: 212-696-0195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Amannin3@schools.nyc.gov 방문 예약을 하려면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미만의 뉴욕시 거주자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야구 및 JV 야구, 농구 및 JV 농구, 볼링,
배구, 소프트볼; 체육 수업을 통해 배드민턴, 농구, 강점 및
컨디셔닝, 플로어 하키, 핸드볼, 스쿠터 볼, 배구 및 휘플 볼을
제공합니다.

예상 학년 구성: 9 부터 12까지
전체 학생 수: 315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432.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1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Murray Hill Academy 는 연중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The Transfer/Fast Track Program는 15-16세 이상, 최소 8
학점 ,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습니다.

• 지원 방법: 학생들은 mhacademy.net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과정을 시작하고 “학생 정보 전송”탭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단계를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212-696-0195로 학교에 전화하거나 교장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AMannin3@schools.nyc.gov.
• 학생은 보호자 / 가족 구성원을 인터뷰에 동반해야 합니다.
회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증명서, 면역
증명서 IEP (해당되는 경우), RISA (학생 출석 보고서) 및
HDSP (현재 학교의 ATS 보고서).

학교 소개
Murray Hill Academy에는 학교 고유의 입학 모델이 있습니다.
학생 중 60%가 고등학교 입학 과정을 통해 입학했으며, 40%가 1
년 동안 편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내
멘토 및 인턴십과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포함한 혼합 학습을 통해
도전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학업 과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와 직장을 준비한 상태에서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생산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지원 절차가 완료 후 5일 안에
통보를 받으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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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Academy High School • DBN 02M57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20 West 30th Street
1
Manhattan, NY 10001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졸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학교의 리전트 시험을 수락하지만,
학교는 PBAT (Performance Based Assessment Tasks)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PBATs는 고등 학교 졸업생들이 고등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과목에 대한 지식을 증명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예술과 건강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전화: 646-674-2800
이메일: SZbaida@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satelliteacademy.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70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B, D, F, N, Q, R 타고 34th Street-Herald Square
하차; 1, 2, 3, A, C, E 타고 34th Street-Penn Station하차

프로그램: 유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기, 자문 그룹, 통합교과
과정, 예술 및 피트니스 활동, 분쟁 해결, 포트폴리오 및 성과 기반
평가, 인턴십, 학생 리더십

버스: M4, M5, M6, M7 타고 30th Street하차; 6번가 or 7번가
교차로에 M16, M34가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정보: 가을 학기 입학은 3 월에 시작하여 여름과 9 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봄 학기 입학은 12 월에 시작되어 2 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협력 프로그램: Morningside Center for Teaching Social
Responsibility, 르네상스 EMS, 열대 연구기구, Every Kid’s Yoga,
PENCIL, 로스 차일드 코퍼레이션, University of New England New
York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Queens
College, 스테핑 아트, 예술 연결, 이론 데일, 맨하튼 극장 클럽, 농구
도시, 플래닛 피트니스, Ramapo for Children, & AMC 극장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80

언어 수업: 스페인어, 프랑스어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70.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84%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지원자는 16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적어도 1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어야 합니다.

과외 활동: 방과후 지도학습, 러닝 클럽, 학생 앨범

• 주요 입학 시기 3 월 말 ~ 8 월 (가을 입학), 10 월 말 ~ 1 월
(봄 입학 허가)
• 지원 방법: 지원하시려면 8시 30 분부터 4시 30 분까지
학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완료된 지원서는 첨부
문서와 함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입학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지원서, 그룹 인터뷰,
개별 면담, 배치 테스트,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회의, 그리고
3번의 쉐도잉 학부모 / 보호자는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정보를 얻기 위해 학생들과 학교에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 소개

• 학생들은 주소, 성적 증명서, 면역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출생 증명서, IEP (해당되는 경우) 등을 제공해야합니다.

Satellite Academy 는 교육을 통해 젊은 정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거치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최소 16 세의 학생들이
소규모의 학생 중심 학습 공동체에서 고교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며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기술을
강조하는 현장 학습 과정과 조사 교과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우리의 사명은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과정이 끝난 후 통보를
받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면접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77

The Urban Academy High School • DBN 02M565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주소:

학교 소개

 17 East 67 Street
3
Manhattan, NY 10065
th

Urban Academy High School은 도전적이고 대학 중심의
교과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규모의 맞춤식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하고 정보를 평가합니다. 탐구 기반 수업,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견학 및 선택한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학교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서 성과 중심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일과 연구를 강조하고 학교의 교육 문화에 참여
의사를 표명해야하는 교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캠퍼스: Julia Richman Educational Campus
전화: 212-570-5284
팩스: 212-570-5366
이메일: queries@urbanacademy.org
웹 사이트: http://www.urbanacademy.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02/M565

프로그램: 각본 및 연극 제작/ 리허설, 법률 옹호 및 교과과정:
프로젝트, AP 과목을 대신하는 대학 강의인턴십, 지역사회
봉사 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제공
지하철: 6 타고 68th Street-Hunter College하차 또는 Q 타고
72nd Street하차

협력 프로그램: 맨하탄 극장 클럽, 뉴욕 공연 표준 협회

버스: M15, M101, M102 타고 67th Street하차; M66 타고 2nd
Avenue하차

언어 수업: 우리는 매 학기마다 미국 수화를 제공하고 다른
과목은 학기별로 결정됩니다.

오픈하우스 정보: 학부모 견학 일정이나 예비 학생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과외 활동: 사진 다큐멘터리, 오페라 방문, 연극 클럽, 뮤지컬
극장, 기악 지도:

등록 현황

클럽: 학생 앨범, 학생회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9 부터 12까지
전체 학생 수: 166

PSAL 스포츠: 남학생 농구, 축구, 배구; 여학생 농구, 축구, 배구
학교 스포츠 연맹

수행

입학 정보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HST_M565.pdf
교과과정: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2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입학 절차에는 학생 방문, 서면 지원서 및 면담이 포함됩니다.
학부모 견학도 가능합니다.
• 본교의 입학 및 수행 평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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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Washington Campus YABC • DBN 06M45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주소:

수행

 49 Audubon Avenue
5
Rooms 508, 511, 514, 516
New York, NY 10040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M457.pdf

호스트 스쿨: High School for Law and Public Service
Campus George Washington Educational Campus

3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212-342-6140, 내선. 6331, 6335, 6152, 5010

학교 소개

팩스: 646-781-8530

지역사회 기관인 East Side House Settlement와 협력하여
YABC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지원 환경 내에서 다양한 직업 및 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옵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규모 교실 환경, ELL
지원, 리젠트 개인교습, 유급 인턴십/ 업무 경험, 긍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미래를 계획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생들과 협력하고, 가족을 참여 시키며, 개별화된 학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강점 기반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메일: sakel@schools.nyc.gov
웹 사이트: www.gwyabc.org
장애인 편의시설:편의 제공
지하철: 1 타고 191st Street하차
버스: M101 타고 192nd Street & Amsterdam Avenue하차;
M3 타고 191st Street & St. Nicholas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Samuel Akel: 212-342-6140 내선. 6335;
Marlene Madera: 212-342-6140, 내선. 6331 Joel
Cuello: 917-891-0145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지역사회기반의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는 Learning to Work (LTW)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에게 전문 인력 개발, 경력 탐구,
경력 계획, 생활 기술 개발, 대학 탐방 및 대학 기획을 돕는
CBO 카운슬러가 배정됩니다.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등록 연락처에 전화하여
방문 또는 예약 일정을 잡으십시오. YABC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오후 1시 부터 오후 9시 까지 운영됩니다.

인턴십 하이라이트: 학생들은 Bronx와 Manhattan 내의 유급
인턴십 직책을 배정받습니다. 인턴십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의사 소통, 교육, 보건 서비스, 사회 봉사, 미디어 및 비영리
기관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째 재학중

협력 프로그램: East Side House Settlement
과외 활동: 대학 견학, 자원 봉사 기회, 농구, 학생 리더, 여성
그룹, 사진, 레크리에이션 여행, SAT 준비, 요리 클럽, 도서 클럽,
브로드웨이 쇼, 취업 박람회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George Washington Campus YABC 의 LTW 파트너는 East
Side House Settlement입니다.

79

Washington Irving YABC • DBN 02M473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 Washington Irving YABC는 여름에는
Health Profession HS에서 운영되고 2017 년 9 월부터
Fashion High School로 이전합니다. 최근 주소는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M473.pdf
41%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전화: 212-674-5000, 내선. 11491

학교 소개

이메일: AAyetiw@schools.nyc.gov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우리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가족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기능을 갖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로서의 우리의 비전은 학생에게 부여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인식하는 학생의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서 고등학교와
성인 및 고등 교육에의 입학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웹 사이트: http://www.wiyabc.net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4, 5, 6, L, N, Q, R 타고 14th Street-Union
Square하차
버스: M1, M2, M3, M15, M101, M102 타고 East 16th Street
하차; M14 타고 Irving Place하차; M9 타고 Irving Place & East
16th Street하차
등록 연락처: Ali McLaughlin,
AMclaughlin2@schools.nyc.gov, 212-674-5000,
내선. 11450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 개별 상담, 그룹 상담, 경력
계획 및 탐구, 출석 홍보, 사례 회의 등의 취업 학습.
인턴십 중요한 부분: 학생들은 교육, 비즈니스 / 소매, 정부,
비영리 / 사회 복지,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건강 및 법률 분야의
유급 인턴십을 맨해튼 지역으로 배정받습니다.

오픈 하우스 정보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30 분부터 7 시까지 방문 할 수 있습니다. 오픈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 열리며 날짜는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협력 프로그램: 뉴욕시 선교 협회
언어 수업: 스페인어

등록 현황

과외 활동: 타운 홀 미팅, 동기 부여 연설자, 대학 여행 (낮과 밤),
학생 수련회, 휴일 저녁 및 문화 행사, 지역사회 봉사 활동, 또래
리더십 그룹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Washington Irving Campus YABC의 LTW 파트너는 뉴욕시
선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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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Pathways to Graduation/Referral Center at the Alternative Learning Center Complex
등록하려면 졸업을 위한 진로 (이전의 GED® 플러스로 알려진),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 대안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천 센터에서 학생들은 추천 카운셀
러와 1 대 1로 만나 옵션에 대한 개요를 받고, 학업의 역사, 미래 목표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을 논의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천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졸업을 위한
진로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고등학교 대안 교육에 대한 조언과 해당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지원 서비스(탁아 서비스, 상담 및 약물 치료)와 연계시켜 줄 것입니다. 21세 이하 뉴욕시 거주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원하고, 학교와의 재 연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센터에 가야합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
고등학교 성정증명서를 이해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으십시오.

Manhattan Pathways to Graduation Hub/Referral Center at the
Alternative Learning Complex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269 W. 35th Street

졸업을 위한 진로 학생들이 고졸 학력 인증서 (구 GED®)를 취득
하도록 준비시킵니다.®그리고 대학을 다니거나 경력을 쌓게
합니다. 18-21세 학생들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세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
의하에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
집니다. 맨헤튼은 하나를 지니고 있습니다 졸업 허브를 위한
하나의 진로를 다수의 위성 지역을 지닌.

전화: 212-244-1274 팩스: 212-244-1793
편의시설: 기능상 편의시설
지하철: A, C, E, 1, 2, 3 타고 34th Street하차
버스: M16, M20 타고 8th Ave/W. 37th Street하차

등록 & 입학 정보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18 세 ~ 21 세 이어야 합니다. (17 세이면 참작할 만할 상황,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방문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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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Manhatta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풀타임 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at Alternative
Education Complex Referral Center/Hub
• ELL 서비스: ESL
• 읽고 쓰기 강화 교육*

269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212-244-1274

Pathways to Graduation at Chelsea Hudson Guild

441 West 26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01

212-760-9800

Pathways to Graduation at City College

160 Convent Avenue, Room 3/207A
New York, NY 10031

212-650-7000, 내선 13924

Pathways to Graduation at Cornerstone

1833 Lexington Avenue, Room 100
New York, NY 10029

212-360-7625, 내선 403

Pathways to Graduation at Covenant House

460 West 41st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6

212-613-0341

Pathways to Graduation at GOSO

91 East 116th St.
New York, NY 10029

212-831-5020

Pathways to Graduation at Harlem
Renaissance High School
• ELL 서비스: ESL

22 East 128th Street
New York, NY 10035

212-996-3795, 내선 3091 또는 3092

Pathways to Graduation at Jeffrey C. Tenzer
• ELL 서비스: ESL,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스페인어

198 Forsyth Street
New York, NY 10002

212-673-8254

Pathways to Graduation at Lincoln Square
Neighborhood Center

250 West 65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23

212-874-0860

317 West 52nd Street
New York, NY 10019
45 Wadsworth Avenue, Room 202
New York, NY 10033

212-247-4307, 내선 1021

Pathways to Graduation at Manhattan Learning Center
Pathways to Graduation at NMIC Youthbuild

212-822-8300, 내선 416

Pathways to Graduation at Stanley Isaacs
Neighborhood Center

1792 First Avenue
New York, NY 10128

212-360-7625

Pathways to Graduation at The Hampshire School

157 West 47th St, 6th Fl
New York, NY 10036

212-768-3700

Pathways to Graduation at The Door

555 Broome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13

212-941-9090, 내선 3252 또는 3324

Pathways to Graduation at Youth Action and
Homes Program

206 East 118th Street
New York, NY 10035

212-860-8170, 내선 16

Manhattan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파트타임 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at Alternative
Education Complex Referral Center/Hub

269 W.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212-244-1274

Pathways to Graduation at Covenant House PM

460 West 41st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6

212-613-0341

Pathways to Graduation at Hetrick-Martin Institute PM 2 Astor Place, 3rd Floor
New York, NY 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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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74-2600, 내선 221

Manhattan LYFE Program Site Directory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는 무료 탁아서비스와 자
녀가 있는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랍학교에 등록되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만 LYFE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LYFE
프로그램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당신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
트가 있는 경우 LYFE 센터에 212-609-8520로 직접 문의하거나 귀하의 자치구의 추천센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 사이트 위치

주소

연락 번호

대중교통

City-As-School

16 Clarkson Street
New York, NY 10014

212-337-6876
718-337-6858

지하철: 1, 2 타고 Houston Street
하차
버스: M20, M21

Edward A. Reynolds West Side
High School

140 West 102nd Street
New York, NY 10025

212-678-7339
212-678-7300, 내선 1080

지하철: 1 타고 103rd Street하차
버스: M11, M7, M104

Cascades High School

198 Forsyth Street
New York, NY 10002

212-505-2785
212-673-5266

지하철: F, V 타고 2nd Avenue하차
버스: M15, M21

Harlem Renaissance
High School

22 East 128th Street
New York, NY 10035

212-996-3795, 내선
2013, 3031, 또는 3041

지하철: 2, 3, 4, 5, 6 타고 125th
Street하차
버스: M1

High School for
Environmental Studies

850 West 10th Avenue
New York, NY 10019

212-262-8067

지하철: D 타고 59th Street 하차
버스: M11, M31, M57

Julia Richman Urban Academy

317 East 67th Street
New York, NY 10065

212-717-2391

지하철: F, 4, 6 타고 68th Street/
Hunter College하차
버스: M66

Louis D. Brandeis High School

145 West 84th Street
New York, NY 10024

212-595-4136

지하철: E, A, C 타고 50th Street
하차
버스: M10, M20, M104

Manhattan High School

317 West 52nd Street
New York, NY 10019

212-247-4307, 내선
2109 또는 2111

지하철: A, B, C 타고 125th Street
하차
버스: M2, M2L

Mid-Manhattan Adult
Learning Center

212 West 120th Street
New York, NY 10027

212-666-1919, 내선 4111
212-932-0842

지하철: A, C, E, 1, 2 타고 Canal
Street하차
버스: M6, M20

The Door

121 6th Avenue
New York, NY 10013

212-941-9090, 내선 3317
또는 3341
212-996-9173

지하철: 1, 2, A, B, C 타고 Canal
Street하차
버스: M11, 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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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Queens Community High School • DBN 25Q792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41-25 77 Road
Flushing, NY 11367
th

North Queens Community High School (NQCHS) 는 퀸즈
지역 사회 내의 고등학교 9 학년에 처음으로 입학 한 후 무단
결석이나 학교를 중퇴한 젊은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소규모
거치 학교입니다. 뉴욕시 교육청과 SCO Family of Services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NQCHS는 교에 지속적으로 출석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여 대학 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본교에 재학 중에 중재 카운슬러를 배정 받게
됩니다. 각 카운슬러는 25명 이하의 학생만을 담당합니다.
본교는 청소년 개발의 최고 사례를 참고로 수준 높은 표준에
기초한 수업 모델을 접목하여 학생들을 학년 별로 나누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속성 학점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고등학교 다 더 많은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전화: 718-380-1650
팩스: 718-380-2189
이메일: nqchs@sco.org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5/Q792
www.nqchs.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E, F 타고 Kew Gardens-Union Turnpike하차
버스: Q20A, Q20B, Q44 타고 Main Street & 77th Road; Q46
to Main Street & Union Turnpike
오픈하우스 정보: 본교는 지역사회 학부모와 방문객 및 기타
교육 기관의 본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문 일정 조정은 교장
또는 교감에게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학습 학습, 글쓰기 기반 교육 프로그램, 숙달도 평가
시스템, SAT 및 리전트 준비 과정, 대학 캠퍼스 투어, 인턴십,
경력 개발 활동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SCO Family of Services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18

과외 활동: 학생 리더십 팀; 학생의 관심에 따른 다른 활동들

입학 정보
•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Q792.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교사 협력: 개선 수준 우수(Well Developed)
7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
•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North Queens Communit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SCO Family of Service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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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Queens Community High School는 16세 이상이며
최소 6등급의 읽기 레벨이고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입학 시기 진행중인.
신청 방법: 학교에 연락하여 입학 면접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제공하고 교직원과 면담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신청 절차가 완료 되면 통보를
받으며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참석할 것입니다.

Queens Academy High School • DBN 25Q54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수행

Flushing 사이트
주소:		
138-11 35th Avenue
Flushing, NY 11354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Q540.pdf
교과과정: 개선 중(Developing)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중(Developing)

전화: 718-463-3111
팩스: 718-886-5015
이메일: LSasso@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QueensAcademyHS.com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5/Q540
지하철: 7 타고 Main Street하차 후 15 분 동안 걸어 오십시오.

6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버스: Q44 타고 Union Street & 35th Avenue 하차

학교 소개

오픈하우스 정보: 오리엔테이션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며 예약을 해야 합니다.

퀸즈 아카데미의 사명은 학생, 학부모 및 학계가 모든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높은 학습 기대치를 제공하는 존경 받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Jamaica 사이트

협력 프로그램: Latimer Community House, Hip Hop 4 Life,
Pratt Institute, NYU, Network for Teaching Entrpreneurship,
Xmental Inc. (구어)

주소:	
142-10 Linden Boulevard, 4 Floor
Jamaica, NY 11436
전화: 718-322-3580
팩스: 718-659-9278
th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오후 학교, 토요일 개인교습, 체험 학습 인턴십, 취업
박람회 및 여행, APEX, iZone, Archery Club, Culinary Club,
College Now, DIG/IT

이메일: bpiccio@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E, F, J, Z 타고 Sutphin Boulevard 하차 후 Q40 타
십시오.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녀 농구, 남녀 혼성 소프트볼

버스: Q40 타고 Linden Boulevard and 142nd Street 하차

입학 정보

오픈하우스 정보: 오리엔테이션은 매번 열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00.

•

Queens Academy High School 는 연중 최소 10 학점을
지닌 16세 학생,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14학점 이상을 지닌 17 세 학생,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
하기 원하는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이 있습니다.

•
•

주요 입학 시기 여름 - 10 월, 12 월, 3 월.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일정을 잡을 수 있습
니다. (Jamaica Campus 718-558-2050, 718-463-3111).

•

Flushing Campus 학생들은 공식 성적 증명서 사본,
주소 증명, 출석 기록, 징계 기록 및 면역 증명서를
제공해야합니다. 학부모 / 보호자는 오리엔테이션 / 등록에
참석해야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전화로 통보를 받습니다. 입학 절차
완료 후 이메일로.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뉴욕시에 거주 중인 최소 10학점을 지닌 16 세인
학생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등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원하는 14학점 이상을 이수한 17세인
학생.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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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Satellite High School for Opportunity • DBN 28Q338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62-02 Hillside Avenue
Jamaica, NY 11432

Queens Satellite High School for Opportunity (QSHSO)
는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지지하는
모범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학과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업, 사회, 비즈니스, 읽기
쓰기 및 기술적인 능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화: 718-657-3920
팩스: 718-658-2309
이메일: mmelkonian@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12/X446

프로그램: College and Career Mentoring (CCM) 프로그램은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학업적,
비즈니스적, 기업가적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CM은 세미나, 대학 워크샵, 대학 방문,
지역사회 봉사 활동 무급 인턴십 및 유급 인턴십으로
구성됩니다. 비즈니스 및 지역 사회의 멘토는 교사와 협력하여
실제 세계로 학생들을 인도합니다. 이 세션은 성격 특성을
긍정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대학 및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E, F 타고 Parsons Boulevard하차
버스: Q17 타고 167 Stree하차
th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은 다음으로 연락해야 함,
Luz M. Rojas, Assistant Principal, 718-657-3920.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학교 임무에 전념하는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98

협력 프로그램: The Ritz Carlton, A Better Jamaica, Coalition
for Youth and Community Empowerment, CUNY College
Now, Estee Lauder,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 Hofstra University, JP
Morgan Chase, Junior Achievement, Marathon Ventures,
the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The New
York Times, Queens Borough Community College, Queens
Chamber of Commerce, Queens Central Library, South
Asian Youth Action, St. Johns University, Steve Madden,
Sutphin BID, YMCA, York College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Q338.pdf
교과과정: 개선 중(Developing)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7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학생회 기관,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클럽: 역사 학회, 봉사 클럽, 모의 재판, 작가 클럽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및 여학생 농구

입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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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이상이며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이어야 합니다.

•

입학 절차에는 지원서 작성과 학교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교직원과 면담 요청을
받습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면접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VOYAGES Preparatory High School • DBN 24Q744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45-10 94 Street
Queens, NY 11373
th

VOYAGES의 직원들은 전통 고등학교가 모든 이들에게 적합하
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랩 어라운드 지원, 대학 스타일의 교실 수업 및 의미 있는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 Queens Community House와 제휴한 소규
모 거치 학교입니다. VOYAGES는 각 학생의 독특한 재능과 강
점을 존중하며 각자의 학업, 정서 및 사회적 잠재력을 극대화하
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공적이고 만
족스러운 중등 교육 이후 교육 및 경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졸업합니다.

전화: 718-271-7851
팩스: 718-271-8549
이메일: sukianasanchez@voyagesprep.org
웹 사이트: http://www.voyagesprep.org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4/Q744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7 타고 Junction Boulevard하차; R 타고 Grand
Avenue-Newtown하차한 후 Q58 탐.

프로그램: 개인 학습 및 소그룹 상담, 일상적인 자문, 무역 학교
및 직업 탐사 및 준비, 유연한 학업 계획 및 혼합 학습, 유급
인턴십, 또래 중재

버스: Q58 타고 Corona Avenue & 94th Street하차; Q72 타고
Junction Boulevard & 45th Avenue 하차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과 그 가족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 프로그램: Queens Community House, College Access
and Success - CASP Progam (LaGuardia Community College
& Queensboro Community College)

등록 현황

과외 활동: 요가, 음악 제작, 체스, 영화 및 토론 클럽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남학생 농구, 남녀 혼성 소프트볼, 혼성
탁구, 남학생 축구

입학 우선권: 학점이 미달인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51

입학 정보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Q744.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개선 중(Developing)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개선 중(Developing)
86%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VOYAGES Preparatory의 LTW파트너는
Queens Community House입니다.

90

•

VOYAGES Preparatory는 연중 16 세 이상이며 학점이
미달이고 적어도 1년 동안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5 월 / 6 월 그리고 때로는 썸머 브릿지/
학기 전 활동에 학생 참여가 기대되는 7 월.

•

지원 방법: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voyagesprep.org 지원을 위해서 완성된 지원서는
718-271-8549로 팩스로 보내십시오.

•

학생들은 성적증명서, 추천서, 가장 최근의 성적표, RISA
양식, 면역 증명서, 주소 증명 및 IEP (해당되는 경우)를
제공해야합니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모집 / 입학주기가 끝나면 통보를
받습니다.

VOYAGES Preparatory High School – South Queens • DBN 27Q261
거치 학교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56-10 Baisley Boulevard, 2 Floor
Jamaica, NY 11434
nd

VOYAGES South의 직원들은 전통 고등학교가 모든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교육 목표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은 거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나이가 많거나
학점이 미달이며 이전 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VOYAGES South는 각 학생의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학업, 정서 및 사회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중등 교육 이후 교육 및 경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우리를 떠납니다.

전화: 718-276-1946
팩스: 718-276-2784
이메일: admissions@voyagessouth.org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27/Q261/
http://www.voyagessouth.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해당 없음
버스: Q111, Q113, Q6, Q7

프로그램: 유급 및 무급 인턴십, 카운슬링 서비스, 대학 탐방 및
준비, 개인 및 소그룹 자문, NYS 리전트 학위를 지닌 2 년간의
속성 학습 프로그램, 또래 중재, 혼합 학습, 리전트 준비 등의
취업 학습 서비스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 있는 학생 및 가족은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등록 현황

협력 프로그램: Queens Community House,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 Connect2College

입학 우선권: 16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291

과외 활동: 음악 제작, 체육 클럽, 댄스, 스포츠 클럽, YMCA
리더스 클럽, 동성애자-이성애자 연합 (G.S.A.), 사진 클럽,
청소년 부모 지원 그룹. 우리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우리의 제공 내용을 조정할 것입니다.

수행

PSAL 대안 리그 스포츠: 농구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Q261.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개선 중(Developing)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83%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입학 정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VOYAGES Preparatory High School의 LTW 파트너는
South Queens는 Queens Community Hou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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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YAGES Preparatory – South Queens 는 16 세
이상이며 최소한 1년을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을 받는
단계적 입학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입학 시기 지속적인 입학 허가, 최대 가용성은 3
월에서 10 월까지 입니다.

•

신청 방법: 학교에 전화하여 입학 코디네이터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학생은 교직원과 면담하도록 요청 받습니다.
입학 절차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여름 브리지 프로그램(진입
시간에 따라 달라짐)이 포함됩니다.

•

이 때 학생들은 성적표와 면역 증명서를 가져오십시오.

•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신청 절차가 완료 되면 일주일
안에 통보를 받으며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참석할 것입니다.

Flushing YABC • DBN 25Q46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35-01 Union Street, Room B10
Flushing, NY 11354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Q467.pdf

호스트 스쿨: Flushing High School
전화: (718) 888-7500 내선. 6100
팩스: 718-888-7578
이메일: jpetty@schools.nyc.gov
웹 사이트: www.flushingyabc.org

52%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뉴욕의 어린이 센터와 함께, Flushing YABC는 늦은 오후 및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우리는 목적이있는 학습 경험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인 학습자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 직면한 학업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모든 학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각 학생을 지원합니다.

지하철: 7 타고 Flushing-Main Street 하차
버스: Q44, Q27, Q17, Q16, Q20 A/B, Q65, Q66
등록 연락처: Benjamin Petty: 718-888-7500 내선 6100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과 학부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 시부터 3시 30분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원자는 Benjamin Petty에게 718-888-7500 내선 6100로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십시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력 기획 및 탐색, 월간 노동 준비 워크숍, 개인
및 그룹 상담, 지역 사회 건설 활동,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여행,
대학 기획 및 탐험, 대학 여행, 기본 인력, 유급 인턴십.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인턴십: 중요한 부분: YABC 학생들은 교육, 비즈니스 / 소매,
정부, 비영리 / 사회 복지 서비스,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및
건강 등 퀸즈 전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협력 프로그램: 뉴욕 아동 센터, 맨해튼 극장 클럽, Comedy Hall
of Fame, Flushing YMCA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대학 방문, 문화 행사, 토너먼트, 가족 서비스 및 개인
성장 및 진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 과외 프로그램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Flushing YABC는 또한 학생과 가족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 워크샵뿐만 아니라 학기당 두 번 학부모 밤을 개최합니다.

Flushing YABC의 LTW파트너는 Child Center of New Yor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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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for Arts and Business YABC • DBN 24Q45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05-25 Horace Harding Expressway North
Corona, NY 11368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_Q550.pdf
49%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호스트 스쿨: High School for Arts and Business
전화: 718-271-8383
팩스: 718-271-7196
이메일: Dbenais@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학교 소개
High School for Arts and Business의 YABC 는 학생들에게
두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Queens Community House와
협력하여 우리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및“실제”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교육 경험과
직업 및 대학 탐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21 세기 경쟁력
있는 학업 및 직업 교육에서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교 커뮤니티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개인
성장, 리더십 및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를 보장하는 성실성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지하철: E, F, G, R 타고 Forest Hills-71st Avenue하차 후
Q23탐
버스: Q23, Q58, Q88 타고 Horace Harding Expressway &
108th Street하차
등록 연락처: Dalia Benaissa: 718-271-8383
오픈하우스 정보: 관심있는 학생들은 Dalia Benaissa에
718-271-8383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Dbenais@schools.nyc.gov. 정보 세션이나 캠퍼스 투어 일정을
잡으려면 YABC에 문의하십시오.

등록 & 입학 정보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Queens Community Hous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학업 지원 (개인 교습, 소개 및 졸업 계획) , 유급 인턴십, 취업
계획 및 탐사, 중등 교육 이루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 대학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월간 대학 견학, 동문 행사, 지원 서비스 및
기타 등등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인턴십 하이라이트: YABC 학생들은 창의 예술, 보육, 건강
관리, 정보 기술, 출판,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협력 프로그램: 퀸즈 커뮤니티 하우스, 성공을 위한 복장,
iLearnNYC, 예술 연결, CASP (College Access Success
Program), Laguardia, 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s,
W!SE Financial Literacy Certification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대학 방문, 문화 행사, 농구 팀

High School for Arts & Bus:iness YABC의 LTW파트너는
Queens Community House 입니다.

클럽: 작가 클럽, 여성 그룹, 남성 그룹, 학생회, 체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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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Adams High School YABC • DBN 27Q48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01-02 Rockaway Boulevard
Ozone Park, NY 11417
호스트 스쿨: John Adams High School
전화: 718-322-0581
팩스: 718-738-9077
이메일: evolovo@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www.yabc.org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Queens Community House와 함께 John Adams YABC는
고등학교, 대학 및 그 이상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및 기술적 능력을 다양한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중심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향상된 영역을 탐구하도록 권장받습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은 전통, 복합 및 온라인 교육에서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College Now 를 제공합니다. John Adams
YABC는 엄격한 학업 커리큘럼 외에도 학생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학교 내외부의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학생 목소리를 낼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 원칙 하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각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하철: A선 104th Street역
버스: Q7, Q8, Q11, Q21, Q21A, Q41 타고 Rockaway
Boulevard & 102nd Street하차; Q112 타고 Liberty Avenue &
105th Street하차
등록 연락처: Edita Volovodovskaya: 718-322-0581
오픈하우스 정보: 학생과 학부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 시부 터 7시까지 저희 장소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고안하고, 진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을 배정받습니다. 우리 YABC는 모든 학생들에게
취업 학습 세미나 (예: 이력서 및 서신 업데이트, 직업을 위한
전문 복장, 재정 관리, 장기 목표 개발), 경력 계획 및 탐사 개인
및 그룹 상담, 개인 교습, 지역 사회 건설 활동, 교육 및 오락
여행, 대학 계획 및 탐구 (대학 견학 포함) 등의 의미 있는 유급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17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를 마친 상태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인턴십 하이라이트: WBAI 라디오 방송국, Queens Borough
Art Gallery, Johnathan Blum Art Gallery, 국제적인 이민 운동,
성공을 위한 복장, Lily and Fig Tea and Confections, 자메이카
병원 및 트럼프 파빌리온 (양로원), 지방 선출직 공무원 사무실
(Francisco Moya 의회의원 사무실 포함)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
SchoolReports/2015-16/School_Quality_Snapshot_2016_
YABC_Q487.pdf

협력 프로그램: 퀸즈 커뮤니티 하우스, iLearnNYC, iEARN
글로벌 네트워크,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법률 보조 및 지원(
퀸즈 법률 서비스를 통한), 약물 남용 상담, 지역사회 활동 그룹,
전문 단체, 지역 비즈니스, Queensborough & LaGuardia
Community Colleges

5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언어 수업: 스페인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과외 활동: 대학 방문, 문화 행사, 재능 쇼, 연극, 스포츠 행사,
축하 행사
스포츠: 농구 및 축구

John Adams YABC의 LTW파트너는 Queens Community
Hou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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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Pathways to Graduation/Referral Center at Jamaica Learning Center Center
등록하려면 졸업을 위한 진로 (이전의 GED® 플러스로 알려진),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 대안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천 센터에서 학생들은 추천 카운셀러와
1 대 1로 만나 옵션에 대한 개요를 받고, 학업의 역사, 미래 목표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을 논의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천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졸업을 위한 진로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고등학교 대안 교육에 대한 조언과 해당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동등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지원 서비스(탁아 서비스, 상담 및 약물 치료)와 연계시켜 줄 것입니다. 21세 이하 뉴욕시 거주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원하고, 학교와의 재연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센터에 가야합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으십시오.

Queens Pathways to Graduation Hub/Referral Center at Jamaica
Learning Center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162-02 Hillside Avenue

졸업을 위한 진로 학생들은 고졸 학력 인증서 (이전의 GED®
알려진)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합니다.그리고 대학을 다니거나
경력을 쌓게 합니다. 18-21 세 학생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집니다. Queens에는 여러 위성처와 함께
하나의 Pathways to Graduation Hub가 있습니다.

전화: 718-739-2100 팩스: 718-523-1251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지하철: E, F 타고 Parsons Boulevard하차
버스: Q43 타고 Hillside Ave/163rd St하차

등록 & 입학 정보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18 세 ~ 21 세 이어야 합니다. (17 세이면 참작할 만할 상황,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방문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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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Queens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풀타임 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at Jamaica Learning
Referral Center/Hub
• ELL 서비스: ESL, 전환적인 이중언어 교육:
프랑스어, 스페인어
• 읽기 쓰기 강화 교육*

162-02 Hillside Avenue
Queens, NY 11432

718-739-2100

Pathways to Graduation at Adams Academy

101-02 Rockaway Boulevard
Queens, NY 11417

347-886-1720

Pathways to Graduation at Astoria Community Center

23-40 Astoria Boulevard
Queens, NY 11102

718-726-9790, 내선 3038

Pathways to Graduation at August Martin High School

156-10 Baisley Boulevard
Queens, NY 11434

718-528-2920, 내선 4230

Pathways to Graduation at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CDI)

216 B 87 St.
Queens, NY 11691

718-888-2591

Pathways to Graduation at Elmcor Youth &
Adult Activities, Inc.

107-20 Northern Boulevard
Queens, NY 11368

718-651-0096, 내선 251

Pathways to Graduation at Far Rockaway High School

8-21 Bay 25 St.
Queens, NY 11691

347-331-6812

Pathways to Graduation at Jamaica Hospital Dental
Assistant Program

134-20 Jamaica Avenue,
Axel Building Dental
Queens, NY 11418

718-206-6890

Pathways to Graduation at LaGuardia Community
College Workforce Educational Center

29-10 Thompson Avenue
Queens, NY 11101

718-482-5399

Pathways to Graduation at Queens Transition
Center (QTC)

142-10 Linden Boulevard, 4th floor
Jamaica, NY 11436

TBD

Pathways to Graduation at York College

94-20 Guy Brewer Boulevard
Queens, NY 11451

718-262-2084

Pathways to Graduation at Youth Build South

161-04 Jamaica Avenue 2nd floor
Jamaica, NY 11432

212-875-4124

Pathways to Graduation at Y Roads Center

161-04 Jamaica Avenue
Queens, NY 11432

212-630-9727

Queens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파트타임 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Pathways to Graduation at Jamaica
Learning Center Afternoon (3-6 PM) and
Evening (5-8 PM)

주소

162-02 Hillside Avenue
Jamaica, NY 11432

97

연락 번호

718-739-2100

Queens LYFE Program Site Directory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는 무료 탁아서비스와 자녀가
있는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랍학교에 등록되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만 LYFE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LYFE
프로그램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당신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 경우 LYFE 센터에 212-609-8520로 직접 문의하거나 귀하의 자치구의 추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 사이트 위치

주소

연락 번호

대중교통

Beach Channel High School

100-00 Beach Channel Drive
Rockaway Park, NY 11694

718-734-3300, 내선 3591 지하철: S 타고 Rockaway Park/116th
또는 1591
Street하차
917-319-1476
버스: Q22, Q21, Q52

Far Rockaway High School

821 Bay 25th Street
Far Rockaway, NY 11691

718-337-9484

지하철: A 타고 Beach 25th Street
하차
버스: O, M17 Xpress

Hillcrest High School

160-05 Highland Avenue
Jamaica, NY 11432

718-658-5407,
내선 3450
718-526-1106

지하철: F 타고 Parsons Boulevard
하차
버스: Q111, Q112, Q113, Q1, Q43

Long Island City High School

14-30 Broadway
Long Island City, NY 11101

지하철: N, W 타고 Broadway하차
718-777-1061
718-545-7095, 내선 3457 버스: Q100, Q69, QM22 Xpress,
또는 1600
Q104

Springfield Gardens
Educational Complex

143-10 Springfield Boulevard
Springfield Gardens, NY 11413

718-949-8405,
내선 1011
718-27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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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없음
버스: Q77, Q85, Q8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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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rd High School • DBN 31R470
거치 학교

연락 정보
 09 Rhine Avenue
1
Staten Island, NY 10304

주소:

전화: 718-447-1274
팩스: 718-442-6276
이메일: CAnzalone2@schools.nyc.gov
웹 사이트: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31/R470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지하철: SIRTA 타고 Grasmere Station하차
버스: S74, S76 타고 Richmond Road corner of Steuben
Street하차; S53 타고 Targee Street하차; S53 타고 Richmond
Road하차
오픈하우스 정보에 관심있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상담사는
아래 웹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SchoolPortals/31/R470

등록 현황
입학 우선권: 학생은 2017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16 세
이상이며 최소 10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상 학년 구성: 이 학교는 학년이 아닌 학점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 182

수행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HST_R470.pdf
교과과정: 우수(Proficient)
지도: 우수(Proficient)
학생 학습 능력 평가 우수(Proficient)
높은 기대: 우수(Proficient)
교사 협력: 우수(Proficient)
65%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학교 소개
Concord High School 는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인
학생에게 기술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기간 동안 사용하는 Apple 노트북을 받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학업 프로그램, 대학 파트너십, 과외 활동, 자문, 지도력 수업,
클럽 및 활동적인 학부모 협회 및 학생 위원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그래픽 및 시각 예술
협력 프로그램: 뉴욕 대인 개발, Project Hospitality, Wagner
College, CSI, YMCA, JCC, Camelot Peer-Mediation, College of
Staten Island, Sundog Theatre, Rhinoceros Presentations,
Learning through an Expanded Arts Program (LEAP),
Harbor Arts, Council on the Arts and Humanities for
Staten Island, 카네기 홀, 정신 건강 부서, MindLab, 여성 극장
프로젝트, Hunter College, 젊은 관객, ENACT, GrowNYC,
Connected Foundations, iLearn, Move this World, ADL (AntiDefamation League) Peer Educators, Ramapo for Children,
Generation Citizen, Read Alliance, Generation Ready
언어 수업: 스페인어
과외 활동: 또래 중재/갈등 해결, 학생위원회, 지도력 수업,
인턴십, 방과후 보충 프로그램, 오후 학교, 리전트 준비
학교 스포츠: 없음

입학 정보
•
•
•
•
•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Concord의 LTW 파트너는 뉴욕 대인 관계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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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2017 년 6 월 30 일 기준으로 16 세 이상이며 최소
10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입학 시기 6 월 -10 월 및 2 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원 방법: 718-447-1274로 전화해서 비서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표, 면역 증명서, IEP(해당되는 경우)
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교에 입학할 학생은 입학 회의 때 통보를 받게되며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Tottenville YABC • DBN 31R607
청소년 보로 센터

연락 정보

수행

주소:	
100 Luten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
http://schools.nyc.gov/OA/SchoolReports/2015-16/
School_Quality_Snapshot_2016_YABC_R607.pdf
60%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령이 많거나 학점이
미달입니다.

호스트 스쿨: Tottenville High School
전화: 718-668-8800, 내선. 22081
팩스: 718-668-8884
이메일: MNoto@schools.nyc.gov
장애인 편의시설: 제한적 편의제공
지하철: Staten Island Railway (SIR) 타고 Huguenot Avenue하차
버스: S55, S56, S59, S78, S79 타고 Luten Avenue하차
등록 연락처: Michael Noto, 교감, 718-668-8880 내선
22081 또는 Michael DeVito, NYCID 프로그램 책임자
@ 718-668-8800 내선 40030
오픈하우스 정보: 언제든지 단체방문과 견학이 가능합니다.
방문은 Michael Noto, 교감, 718-668-8880 내선 22081로
연락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학 약속에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부모 / 보호자를이 회의에 동반을
권장받습니다.

등록 & 입학 정보
전체 학생 수: 215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시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
• 최소 17.5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에 5년 또는 그 이상 재학중
•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최소 17학점 이수

학교 소개
Tottenville YABC는 뉴욕 대인 개발 센터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업 적으로 성취하고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전적이며 육성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교 지역사회는
표준을 높이고, 학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시민 자질을 개발하는 종합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 동기 부여 상담, 개인 및 그룹
상담, 월별 학생 진도 평가, 대학 및 직업 워크샵, 유급 인턴십,
전문 개발 워크샵 및 멘토링, 이력서 및 커버 레터 준비 서비스,
독립적인 학습 수업 지원, 리전트 준비 및 개인교습
인턴십 하이라이트: Staten Island Board of Realtors,
스테이튼 아일랜드 물리 치료, Clove Lakes 건강 관리 및 재활
센터, Annandale 수의과 클리닉, Stephen Siller 's Foundation,
Staten Island Blue Belt, P.S. 48
협력 프로그램: 뉴욕 대인 개발 센터, 뉴욕 Urban League,
Richmond 카운티 지방 검사, Northfield Bank Foundation,
CHASI, Andrew Lanza 상원 의원, Diane Savino 상원 의원,
Pitta & Giblin LLP, UAU의 Staten Island 경제 개발 공사 ,
YMCA 카운셀링
언어 수업: 스페인어

직업대비 교육(LTW)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LTW는 학업 및 학생 지원, 진로 및 교육 탐구, 직업
준비, 기술 개발은 물론 졸업 후 학생들이 좋은 보수로 취직
및 교육 경험을 준비하는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LTW
지원은 지역사회 기관(CBO) 파트너를 통해 제공됩니다.

특별 과정 제공: 자동차 수리점 및 요리 예술

Tottenville YABC의 LTW 파트너는 뉴욕 대인 관계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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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n Island Pathways to Graduation/Referral Center at St. George
등록하려면 졸업을 위한 진로 (이전의 GED® 플러스로 알려진), 학생들은 우선
고등학교 대안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추천 센터에서 학생들은 추천 카운셀러와
1 대 1로 만나 옵션에 대한 개요를 받고, 학업의 역사, 미래 목표 및 필요한 추가
지원을 논의합니다. 적절한 경우, 추천 카운셀러는 학생들을 졸업을 위한 진로에
등록시킬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고등학교 대안 교육에 대한 조언과 해당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지원 서비스(탁아 서비스, 상담 및 약물 치료)와 연계시켜 줄 것입니다. 21세 이하 뉴욕시 거주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원하고, 학교와의 재연결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천 센터에 가야합니다.
추천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뉴욕시 교육부 학생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학교를 다니는 걸 막는 장벽을 극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장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거나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약물 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받으십시오.

Staten Island Pathways to Graduation Hub/Referral Center
at St. George
연락 정보

학교 소개

주소: 450 St. Mark’s Place

졸업을 위한 진로 학생들은 고졸 학력 인증서 (이전의 GED®
알려진)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거나
경력을 쌓게 합니다. 18-21세 학생들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세 학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집니다. Staten Island has one Pathways to
Graduation Hub with multiple satellite locations.

전화: 718-273-3225 팩스: 718-448-3936
편의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버스: S46, S48, S62, S66 타고 Victory Blvd/Bay St.하차

등록 & 입학 정보
고등학교 학력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
18 세 ~ 21 세 이어야 합니다. (17 세이면 참작할 만할 상황,
학부모 / 보호자의 동의 및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입학에 대한 고등학교 대안 추천 센터 방문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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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n Island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Staten Island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풀타임 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Pathways to Graduation at St. George
Referral Center/Hub
• ELL 서비스: ESL
• 읽기 쓰기 강화 교육*
Pathways to Graduation at College of Staten
Island (CSI)

주소

연락 번호

4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718-273-3225

2800 Victory Boulevard
Staten Island, NY 10314

718-983-3720

Pathways to Graduation at Port Richmond High School

85 St. Joseph’s Avenue
Staten Island, NY 10302

718-420-2100, 내선 8472
또는 8473

Pathways to Graduation at Sanitation, Staten Island

66 Swan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718-442-0071

Pathways to Graduation at Staten Island Neon

340 Bay Street, Room A
Staten Island, NY 10301

718-876-5214

Pathways to Graduation at Staten Island Youth Build

53 Broad Street
Staten Island, NY 10301

347-695-1920

Staten Island Pathways to Graduation Satellite Locations: 파트타임 야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

주소

연락 번호

Pathways to Graduation Evening Program at St. George 450 St. Marks Place
Referral Center/Hub
Staten Island, NY 10301

718-273-3225

100 Lut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718-273-3225

Pathways to Graduation at Tottenville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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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n Island LYFE Program Site Directory

Living for the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 (LYFE) 는 무료 탁아서비스와 자녀가
있는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공랍학교에 등록되어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만 LYFE의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LYFE프로그램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당신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 경우 LYFE 센터에 212-609-8520로 직접 문의하거나 귀하의 자치구의 추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프로그램 사이트 위치

Port Richmond High School

주소

연락 번호

85 Saint Joseph’s Avenue
Staten Island, NY 10302

대중교통

718-815-8727
지하철: 없음
718-420-2100, 내선 6227 버스: S46, S96,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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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웰컴 센터
입학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718-935-3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Bronx
위치

관할 지역

1 Fordham Plaza, 7 Floor
Bronx, 10458

7, 9, 10

1230 Zerega Avenue
Bronx, 10462

8, 11, 12

th

Brooklyn
위치

관할 지역

1780 Ocean Avenue
Brooklyn, 11230

17, 18, 22

415 89th Street
Brooklyn, 11209

20, 21

1665 St. Marks Avenue
Brooklyn, 11233

19, 23, 32

29 Fort Greene Place (BE12)
Brooklyn, 11217

13, 14, 15, 16

Manhattan
위치

관할 지역

333 Seventh Avenue (12 Floor)
New York, 10001

1, 2, 4

388 West 125th Street (7th Floor)
New York, 10027

3, 5, 6

th

Queens
위치

관할 지역

28-11 Queens Plaza North
Long Island City, 11101

24, 30

30-48 Linden Place
Flushing, 11354

25, 26

90-27 Sutphin Boulevard
Jamaica, 11435

27, 28, 29

Staten Island
위치
715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10301

관할 지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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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대안 추천센터
Bronx
위치
Bronx Regional High School
1010 Rev. James A. Polite Avenue,
Room 436
Bronx, NY 10459

전화번호

대중교통

718-518-3320

지하철: 2 또는 5 타고 Prospect Avenue
하차
버스: Bx4, Bx6; Bx17

Brooklyn
위치
832 Marcy Avenue, Room 204
Brooklyn, NY 11216
69 Schermerhorn Street
Brooklyn, NY 11201

전화번호

대중교통

718-636-5770

지하철: 타고 Nostrand하차
버스: B26, B43; B44; B52

718-935-9457

지하철: A, C, F 또는 R 라인을 타고 Jay
Street/Metrotech하차; 2, 3, 4 또는
5 라인을 타고 Borough Hall하차
버스: B26, B41, B45, B52, B57 또는 B103

A

Manhattan
위치
269 West 35th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18

전화번호

대중교통

212-244-1274

지하철: 1, 2, 3, A, B, C, D, E, F, N,
Q, R 타고 34th Street하차
버스: M10; M11; M16; M20; M34

Queens
위치
162-02 Hillside Avenue
Jamaica, NY 11432

전화번호
718-739-2100

대중교통
지하철: E, F 타고 Parsons Boulevard
하차
버스: Q25; Q34; Q43; Q65

Staten Island
위치
4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전화번호

대중교통

718-273-3225

버스: S42, S46, S48, S51, S61, S62, S66,
S67, S74, S76, S78

질문?
 위의 위치에 있는 추천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직통전화로 문의하십시오: 718 -557-2525 또는
 이메일: ReferralCenters@schools.nyc.gov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으신가요?
 917-521-3639으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이메일: youthhelp@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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