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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락처

학생 등록

검색: schools.nyc.gov 전화: (718) 935-3500

패밀리 웰컴 센터

운영 시간: 월-목, 8 a.m.–5 p.m. 금, 8 a.m.–3 p.m.

브루클린
1780 Ocean Avenue, Floor 3, Brooklyn, NY 11230
관할 학군: 17, 18, 22

1665 St. Mark’s Avenue, Room 116, Brooklyn, NY 11233

관할 학군: 19, 23, 32

415 89 Street, Floor 5, Brooklyn, NY 11209

관할 학군: 20, 21

29 Fort Greene Place, Brooklyn, NY 11217

관할 학군: 13, 14, 15, 16

브롱스


1 Fordham Plaza, Floor 7, Bronx, NY 10458

관할 학군: 7, 9, 10

1230 Zerega Avenue, Room 24, Bronx, NY 10462
관할 학군: 8, 11, 12

맨해튼


333 Seventh Avenue, Floor 12, Room 1211,

New York, NY 10001

관할 학군: 1, 2, 4


388 West 125 Street, Floor 7; Room 713,

New York, NY 10027
관할 학군: 3, 5, 6

퀸즈

28-11 Queens Plaza North, Floor 3, Long Island City,
NY 11101
관할 학군: 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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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학군: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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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학군: 27, 28, 29

스태튼 아일랜드

715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NY 10301
관할 학군: 31

특수교육

연락처: 자녀의 학교 전화: (718) 935-2007 또는 311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웹사이트: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차터 또는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 가족들 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help/cpse-cse를 참고하십시오.

통학 교통편

웹사이트: optnyc.org 전화: (718) 392-8855

성적 및 출결 확인

연락처: 자녀의 담임
웹사이트: mystudent.nyc 에서 뉴욕시 학교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학교에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괴롭힘 신고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전화: 311

공식 성적증명서 요청

연락처: 현재 또는 마지막으로 다녔던 뉴욕시 공립 학교.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전에 등록했던 학생 및 18세 이하인 재학생의
보호자들은 서면으로 공식 성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s chools.nyc.gov/school-life/learning/studentsrecords-and-transcripts.

영어학습학생(ELL) 지원

웹사이트: schools.nyc.gov/ell 전화: (212) 323-9559
이메일: ellfamilies@schools.nyc.gov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연락: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
전화: (718) 935-2013 이메일: hello@schools.nyc.gov

휴교

날씨 및 응급사태로 인한 휴교에 관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 schools.nyc.gov 트위터: twitter.com/nycschools
페이스북: facebook.com/nycschools 전화: 311

아동 학대 신고

전화: 뉴욕 주 핫라인 1-800-342-3720 웹사이트: nyc.gov/acs
교사 및 교사 외 모든 교직원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school-life/specialsituations/child-abuse.

최신 정보 받는 법

이메일
뉴스, 등록 마감일, 행사 및 날씨 관련 학사일정 변경 등에 관한
정기 이메일 알림을 받으시려면 등록하십시오:
schools.nyc.gov/subscribe.

311 및 SMS(문자 메시지)
추가적인 학교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 “nycschools”를 877-877번으로 보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메시지 및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소셜 미디어
휴교, 주요 일정, 마감일을 포함한 뉴욕시 학교들에 관한 실시간
최신 뉴스를 받아 보시려면 facebook.com/nycschools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twitter.com/nycschools팔로우하십시오.
모닝 벨(Morning Bell)
교육청은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들,
인턴십, 캘린더 업데이트 및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morningbellnyc.com를

북마크 하시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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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캘린더 2018-2019
9월 5일

9월 6일
9월 10-11일
9월 13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6일
10월 8일
11월 6일
11월 12일
11월 14-15일
11월 19-20일
11월 22-23일
11월 27-28일
11월 29-30일

12월 24일-1월 1일
1월 2일

개학 첫 날

비 75학군 유치원 학생들만
조기 하교
공립 유아원(Pre-K) 학생들 단축
수업.

1월 21일

비 75학군 유치원 학생 전일
수업 첫날

1월 28일

유대교 신년제(Rosh Hashanah)

2월 5일

공립 유아원(Pre-K) 학생들 단축
수업.
(휴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초등학교—야간

유대교 속죄의 날(Yom Kippur)

1월 29일
2월18-22일
3월 4 -5일

(휴교)

3월 7 -8일

중학교—야간

3월 13 -14일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고등학교—야간
콜럼버스 데이
(휴교)

선거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대상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재향군인의 날
(휴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제 75 학군 학교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연휴(휴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중학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고등학교
겨울방학(휴교)
개학

3월 26 -27일
4월 19-26일
5월 9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27일
6월 4일
6월 6일
6월 11일
6월 26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일(휴교)

고등학교 대상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75학군 학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

고등학생 봄학기 시작
음력 설(휴교)

중간 겨울방학(휴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제 75학군 학교 프로그램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중학교
봄방학(휴교)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고등학교—야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초등학교—야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중학교—야간
메모리얼 데이(휴교)

이슬람교 라마단 종료일(휴교)
기념일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개발을 위한 교육감
컨퍼런스의 날.

6월 사무의 날

초등학교, 중학교 및 75학군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마지막 수업일
조기 하교.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일정은 뉴욕시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다른 날짜로 학교의 컨퍼런스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별 일정은 학교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시험 일정 및 기타 캘린더 검색: schools.nyc.gov/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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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에는...
1 페이지
2 페이지
5 페이지

교육감으로부터의 메시지

21 페이지 징계 및 안전

• 학생 규율 규정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학교 한눈에 보기

•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 뉴욕시 학교들: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 핸드폰 사용 정책

• 모든 타인 존중(Respect for All)
추구

• 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

뉴욕시 학교 등록
• 3-K

• 유아원(Pre-K)

23 페이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 3-K

• 유아원(Pre-K)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영재(G&T) 프로그램

• 중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9 페이지

• 차터 스쿨

뉴욕시 학교 직원 안내
• 학교 교직원
• 학군 직원

11 페이지 학생 학습 지원

• 고등학교

29 페이지 졸업을 위한 기타 방법들

• 거치 학교/청소년 보로 센터
• 대안 학위

30 페이지 대학 진학 준비
• 이력 쌓기

• 졸업장 취득 인증

• 매일 읽기 장려

• 대학 입학 시험

• 교사와의 협력

• 재정 지원

• PA/PTA의 능동적인 멤버 되기
•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기
•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

• 학생 진척의 지속적 관리

15 페이지 도움 및 서비스

• 대학 교육 비용의 이해

35 페이지 교실 밖에서의 학습
• 운동 참여
• 가정 학습

• 뉴욕을 교실로 활용

• 보건 서비스

• IDNYC 신청하기

• 특수교육

• 영어학습학생(ELL)
• 통역 및 번역

• 뉴욕시 통학 교통편

• 뉴욕시에서의 여름(Summer
in the City)
• 이민 가정 지원하기

• 노숙 학생들과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37 페이지

• 뉴욕시 365 독서 캠페인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보십시오
• 투표에 대한 학생 권리 안내

• 연방 개인정보 보호권리 안내

39 페이지 인덱스

• 학교 급식

III

새 학년도를 맞아 여러분을 환영하며 올해 어치브 NYC 개정판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교육감으로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직을 수행 한지 다섯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수십
곳의 교실을 방문하여 강력한 공립 교육의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학교들에 대한 여러분의 희망을 들어 보았습니다.

교육감의 메시지

학부모님들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제 인생과
경력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부모님은 금속 세공 노동자와 미용사이셨고 저는 애리조나
투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조부모님들은 멕시코에서 오신 이민자로서, 저희 가족은 집에서 스페인어만
사용했습니다. 저와 제 쌍둥이 형제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까지 영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뉴욕시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처럼, 자녀들만은 반드시 미래를 위해
교육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약 30년 전에, 제가 대학 진학 준비를 했던 바로
그 공립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후 투싼에서 이중언어 고등학교 및 교장직을
역임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지역 수퍼인텐던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에서 수퍼인텐던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공교육에 바쳤으며 이것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이미 우리 학생들과 학교들이 이루어 낸 것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Bill de Blasio 뉴욕시장의 리더십 하에, 더 많은 뉴욕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숫자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뉴욕주 표준화
시험 점수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뉴욕시의 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 캠페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학교들은 가족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뉴욕시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학교 행사에 동참하며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봉사를 위해 출마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NYC 학교 계정, 학교 교육수준
스냅샷/안내서들, 학교 수행도 대시보드 및 NYC 스쿨 파인더(School Finder) 툴을 이용하여 자녀의
수업, 학교 생활, 그리고 활동들에 관해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과 블로그, The Morning Bell 등은 자녀교육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정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뉴욕시 가족 여러분이 학교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지금
읽고 계신 이 안내서입니다. 어치브 NYC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교육청 정책, 학교 캘린더, 각종 자료,
서비스, 프로그램, 학업 기대치, 입학전형 절차, 졸업 요건, 대학진학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그 밖의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감으로서 첫 해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과 만나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대표하여,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보람차고 성공적인 한 학년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ichard A. Carranza
NYC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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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한눈에 보기

뉴욕시 교육청(DOE)은 1,800여개 학교에 14만
명의 직원들이 11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의 수장은 뉴욕시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은 뉴욕시장에 의해 임명되어 뉴욕시
치원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이끄는 일을
합니다. 교육감은 리더십팀과 함께 유아원에서
12학년까지 모든 공립학교들의 수행도와 진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교육 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al Policy: PEP) 또한 교육청
관리 구조의 일부입니다. 주요 교육 정책, 계약,
규정 및 학교 활용 변경은 반드시 PEP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4.3%

전에 없이 높은 졸업율
2014년 이래로 5.8% 포인트 증가

NYC 학교들: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5년 전, Bill de Blasio 뉴욕시장 및 전임
Carmen Fariña 교육감은 어디 사는 어떤
학생이든,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뉴욕시 공립학교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청이 시장과 전임 교육감의 초기
비전을 실현하는데 더욱 가까워진 것처럼,
뉴욕시 학생들과 가족들은 교육청의 집단적
노력의 성취를 보고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욕시 학교들은 실질적인 모든 기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률은
지금 전례없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퇴
비율은 가장 낮고, 더 많은 뉴욕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며, 다음 세대 뉴요커들은 조기
아동 교육이 일반화 되어버린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
시기에, 교육청은 모든 가정과 모든 지역에 높은
수준의 공립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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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

2015년 가을 Bill de Blasio 뉴욕시장 및 Carmen
Fariña 교육감은 2026년까지 80퍼센트의 뉴욕시
학생들이 제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의 2/3가
수준 높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준비시킨다는 야심찬
일련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들로
구체적인 틀을 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두를 위한 3-K/Pre-K

2014년 가을 뉴욕시는 모두를 위한 유아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뉴욕시 모든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풀데이 유아원(pre-k)을
도입함으로써 조기 아동 교육에 있어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아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뉴욕시의
유치원-5학년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공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아원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7년
가을 교육청은 뉴욕시의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준 높은 풀데이 조기 아동 교육을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3-K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처음 2개 학교
학군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학군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6개 학군에서 튼튼한 학업 및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까지 뉴욕시는 12개 학교 학군에서
약 19,000석의 3-K 정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 학군들에서 3-K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은 저희 파트너인 뉴욕주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k 3-K에 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3k.

감소

유니버설 읽기쓰기

2014년 이래로 1.8% 포인트 감소

지정된 학군들의 초등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이 2학년
말까지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읽기 코치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학년도에, 242명의 유니버설 읽기쓰기 코치들이
브롱스 전학군을 포함한 14개 학교 학군들의
305개의 초등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은
2026년까지 2학년 100 퍼센트의 읽기쓰기 능력
갖추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알지브라

모든 뉴욕시 학생들은 9학년 전까지 알지브라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더욱 어려운 수학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7년 현재, 약 900명의 교사가
357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수학
교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인:

5.0 포인트

모두를 위한 AP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들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수업, 과제 및 학점을 어린 나이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8년도 가을까지
75퍼센트의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소 5개의
AP 과목들이 제공될 것이며 2021년 가을까지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컴퓨터 사이언스

2025년까지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년 학생들은
의미있는 양질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현재, 약 940명의 교사가
524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k 더욱 상세한 내용은 “Computer Science
for All”을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싱글 셰퍼드(Single Shepherd)

이 프로그램은 7학군 및 23학군에서 졸업 및 대학
등록에 관한 지원을 제공해줄 전담 학교 카운슬러
또는 사회복지사를 6-12 학년의 모든 학생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지난 해, 140여 명의 싱글
셰퍼드들이 49개 중, 고등학교에서 15,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졸업율은 2014년 이래로 모든 인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흑인:

6.2 포인트

학교 한눈에 보기

7.8%

최저 자퇴율

히스패닉:

6.9 포인트

백인:

2.6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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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율은 모든 보로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브롱스

7.2
포인트

맨해튼

4.3
포인트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학교 한눈에 보기

1.2 포인트

5.8 포인트

*2014년 이후

k더
 욱 상세한 내용은 “Single Shepherd”를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융합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227개 커뮤니티
학교들이 등록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18-19학년도 말까지 뉴욕시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6-8학년 사이 최소 한 번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리뉴얼/라이즈 스쿨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대학 진학—중학교

모두를 위한 대학 진학—고등학교

2018-19학년도 말까지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고등학생들은 개별적인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을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며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받고 지도받게 될 것입니다.

학군-차터 파트너십

학군 및 차터 스쿨들은 튼튼한 관계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20개 학군 및 차터 스쿨들이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학교들은 보건과 건강 서비스, 청소년 개발,
멘토링과 개인지도, 연장 학습 기회, 가족/지역사회
연계 및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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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7.1
포인트

k 커뮤니티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communityschools.

리뉴얼 스쿨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학교들이 학생 및 가정의 필요를 학교의 개선 노력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추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리뉴얼
스쿨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는 커뮤니티 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및 가정을 잘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2018–19학년도가 시작하면서 21개의 리뉴얼
스쿨들이 졸업율, 대학 준비, 뉴욕주 시험 성적 및
출결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서 일부 개선을 보여
라이즈 스쿨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즈 스쿨들은 커뮤니티 학교로 남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학교 프로그램들의 일부로
지원을 받지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강화된 수업과
개선된 결과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k 리뉴얼 스쿨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renewalschools.

존(Zoned) 스쿨이 있는 학생들은 등록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해당 학교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존스쿨이 없는 경우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연령 학생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등록을 위해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 위치 목록을 찾아보시려면
어치브 표지 안쪽의 “핵심 연락처” 부분을 살펴
보십시오.

2020–21

12학군(Central Bronx)
29학군(Cambria Heights, Hollis,
Laurelton, Queens Village)

3-K 지원시기는 겨울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K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schools.nyc.gov/3k를 방문하여 3-K
프로그램 목록 및 3-K 찾기(Finder)를 이용하여
인근 3-K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십시오.

유아원

유아원(pre-k)에 등록한 어린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을 하며, 협동심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조기 교육은 학생의 학교 경험
전반에 걸친 수행도 개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2월-3월

유아원 입학전형 일정

저희 웹사이트 schools.nyc.gov/prek에서

3-K

모두를 위한 3-K는 뉴욕시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무료 풀 데이 교육을
제공합니다. 현재 6개 학군들에서 제공되는 3-K
프로그램들은 뉴욕시 어린 아이들에게 성장하고
배우며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3-K는 다음 학군들에서 제공됩니다:
4 학군(East Harlem)
5 학군(Harlem)
7 학군(South Bronx)
1 6학군(Bedford-Stuyvesant)
2 3학군(Brownsville,
East New York, Ocean Hill)
27학군(Broad Channel, Howard Beach,
Ozone Park, Rockaways)
향후 2년 동안 3-K를 다음 학군들로 확대할
것입니다:

6학군(Washington Heights, Inwood)
9학군(Grand Concourse, Highbridge,
Morrisania)
19학군(East New York)
31학군(Staten Island)

뉴욕시 학교에 등록하기

NYC 학교 등록: 뉴욕시 거주 학생들은 5개 보로
전역의 훌륭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3-K 또는 유아원 프로그램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자녀를 위해 어떤 학교를
찾고 계시든 간에 뉴욕시 전역에는 훌륭한 학교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원 안내서를 보시고 유아원 찾기(Pre-K
Finder) 창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 유아원
프로그램을 알아 보십시오.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의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 날짜와 장소는 교육청 유아원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마감일 전까지 메인 라운드(Main Round)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4월-5월

필요하다면 늦은 신청서 제출하십시오.

(늦은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에서는 5월에
배정 통지문을 받지 못합니다.)

메인 라운드 신청서를 제출한 가정에서는 배정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배정을 수락하시려면,
통지문에 기재된 마감일 이전에 배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예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선호하는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배정
통지문에 수록되어 있는 기타 프로그램들 중에
한 곳에 여전히 예비 등록해야 합니다.

5월-10월

메인 라운드 및 늦은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유아원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락하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십시오.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은 자리가 나면 배정이
제의될 것입니다.

추가 프로그램들이 개설될 수도 있습니다.

배정 제의를 수락하려면 예비 등록 하십시오.

5

영재(G&T) 프로그램

영재(G&T) 프로그램들은 예외적인 학업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속성의 수준 높은 특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유치원-3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평가과정을 포함하는 영재 입학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Gifted and
Talented”를 검색해 보십시오.

중학교(6-8학년)
초등학교(K-5학년)

뉴욕시 학교에 등록하기

5세가 되는 해 유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겨울
다음 학년도 유치원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들은 배정이 보장됩니다.

자녀를 뉴욕시 공립학교 유치원-5학년에 입학
시키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schools.nyc.gov/find-a-school에서 학교 찾기
(School Search) 도구를 이용하여 본인의 존
학교를 찾는 것으로 등록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유치원 입학전형 일정

9월-11월

 하의 존 학교를 학교 찾기(School
귀
Search) 창을 이용해 검색하거나 311로
문의하십시오.
유치원 안내서를 검토하십시오.
초등학교 정보 세션에 참가하십시오.
오픈 하우스와 투어 날짜를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12월-1월

 요 일정과 입학전형 정보를 웹사이트
주
schools.nyc.gov/kindergarten에서
검색하십시오.
유치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월-9월

 치원
유
정해진
대기자
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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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을 받습니다(3월).
마감일까지 예비 등록하십시오.
명단에 오른 학생은 자리가 나면
제의될 것입니다.

유치원-5학년까지 교육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에 6학년으로 진학하려면
중학교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6학년까지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들 또한 중학교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k 중학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middle.

중학교 입학전형 일정

9월-10월
중학교 안내서를 schools.nyc.gov/middle

에서 보시거나 뉴욕시 초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교 카운슬러를 만나 중학교 옵션 및 시험
요청서(RFT)에 관해 상담하십시오.
학교로 직접 연락하여 오픈 하우스나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는지 문의하십시오. 학군
중학교 박람회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11월-12월

 녀의 학교 카운슬러로부터 개인별 중학교
자
입학원서를 수령하십시오.
중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십시오.

12월-2월

 디션, 인터뷰, 시험 또는 포트폴리오를
오
포함한 학교들의 입학 요건을 완료하십시오.

3월-4월

 미들 스쿨 프로그램에 지원하십시오
뉴
(해당될 경우).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받으십시오(4월).
배정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월-6월

이의제기 신청 결정 통보.

고등학교(9-12학년)

8학년 동안, 학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400개 이상의 뉴욕시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기반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선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과목 성적, 뉴욕주 영어
(ELA) 및 수학 시험, 출결, 직문 샘플, 면접, 그룹 활동,
학업 포트폴리오, 오디션 및/또는 온라인 활동 등.
일부 프로그램들은 오디션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거주지나 다녔던 학교의 위치에
따른 지역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9월-10월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schoolfinder.nyc.gov에서 교육청의 온라인
도구 NYC 학교 찾기(School Finder)를
이용하여 관심사, 위치, 거리 및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들을 분류해 보십시오. 지도 링크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학교까지 통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 카운슬러를 만나 고등학교 지원 절차뿐만
학
아니라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뉴욕시에는 9 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Fiorello H.
LaGuardia 고등학교에서 최대 6 개의 스튜디오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8 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에 직접 연락하여 특별 행사나 오픈 하우스,
학
또는 투어 등을 실시하는지 문의 하십시오.
뉴욕시 및 보로 고등학교 박람회, 그 외 여러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10월-12월

1 0월 중 라운드 2 고등학교 지원서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평가, 오디션, 인터뷰,

3월

 운드 1 결과 통지서—SHSAT 점수 및
라
LaGuardia H.S. 오디션 결과 포함—가 학생
및 가정에게 전달됩니다. 라운드 1에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라운드
2에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한 라운드 2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1에서 배정을 받았으나,
라운드 2에 지원하여 다시 배정 받은 학생들은
라운드 1 배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학전형 라운드 2가 시작됩니다 라운드
입
1 배정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은 라운드
2 박람회에 참가하고 지정된 마감일까지
라운드 2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뉴욕시 학교에 등록하기

 육청의 고등학교 안내서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
학생 핸드북을 중학교에서 받아 보시거나
웹사이트 schools.nyc.gov/high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최대 12개까지 찾아 선별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및/또는 오픈하우스 참석 등
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12월 초까지 학교
카운슬러에게 라운드 1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월-6월

라운드 2 결과가 가정에 전달됩니다(5월).
 때 원하는 학생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결정이 전달됩니다(6월).

k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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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HSAT 변경 사항

시험 질문 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험 구성은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영어(ELA) 섹션에
두 가지 갱신 내용이 2018년 가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두 가지 변경사항 모두 SHSAT가 뉴욕시
학교의 교과과정 및 수업의 지침이 되는 뉴욕주
학습 표준에 더욱 잘 부합하도록 강화된 것입니다:
수정/편집 질문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독해
질문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독해 지문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문학작품과
같은 산문 및 시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지문에는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 및/또는 양적 그래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문에는 뉴욕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경험이 있는 어떤 하위
장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k 더욱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
에서 “SHSAT” 를 검색해 보십시오.

뉴욕시 학교에 등록하기

차터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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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스쿨들은 최대 5년 동안 계약 또는 “차터”
에 의해 운영되는 유치원-12학년 독립 공립
학교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들은 뉴욕시 차터 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뉴욕시 238개 차터 스쿨들은 저마다 독립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정 학업 목표를 충족 또는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영리 이사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차터 승인처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 받습니다
차터 스쿨들은 교실 구성, 교과과정, 정책과 교육
철학에 독자적 재량이 있어, 각 학교의 입학전형
기준과 학업 기준을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차터 스쿨들은 개별 입학 신청 및 추첨을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차터 스쿨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뉴욕시 차터 스쿨 지원에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차터 스쿨 안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들을
선택한 후, 각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 및 입학 절차에 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뉴
 욕시 차터 스쿨들에 관해
schools.nyc.gov/charters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학교 교직원

뉴욕시 학교 교직원 안내

학교 교직원 안내: 뉴욕시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학업적, 감정적, 사회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교직원
중에는 여러분이 자주 대화해야 할 사람들도
있으나, 그 밖의 다른 많은 직원들도 자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문의할지 알아보십시오.

교감: 학교장이 학교 프로그램, 학업, 학생 지원과
징계를 총괄하는 것을 돕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들은 여러 명의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

교장: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을 이끌고 감독합니다.
교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교직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과 직접
대화하십시오.

교사: 교사는 자녀의 품행, 사회적, 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업과 성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족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연락처입니다. 가족들은
자녀의 교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교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고 질문과 우려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학부모 관련 활동 및 기회에
대해서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하십시오.

학교 카운슬러: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지원 및
학업 상담을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학업 스케줄,
성적, 대학/진로 계획에 대해서 학교 카운슬러와
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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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➎

교장

학교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➍

뉴욕시 학교 교직원 안내

교감

➋

학부모
코디네이터

➌

학교
카운슬러

학교 간호사: 학교에서 학생의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고 관리합니다. 학교에서 투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 간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안전 요원: 뉴욕시 공립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합니다 안전
요원들은 뉴욕시경 소속입니다.

학군 직원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 가정에 교육 문제가 있을 때
학군 내에서 연락할 수 있는 첫 번째 연락처입니다.
이 직원들은 교육청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가족
아웃리치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을 통해 문제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관할 학군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 PA/PTA, 학교 리더십 팀,
학군 리더십 팀, 타이틀 I 위원회,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및 학군 회장 위원회를 포함한 학교 및
학군 학부모 리더십 조직을 지원합니다. 학교 또는
학군에서 학부모 리더로서 참여하는데 관심이나
질문이 있으면 학군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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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인텐던트: 75학군(특수교육) 및 79학군(대안
프로그램)을 포함한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들은
유치원-8학년 학교들을, 고등학교 수퍼인텐던트들은
9-12학년을 교육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k 학군의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 또는 수퍼인텐던트를 찾으시려면
웹사이트 schools.nyc.gov/about-us/
leadership/superintendents를 방문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하기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상관
없이 언제든지 가족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매일 자녀와 학교에 관해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세히 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니?
오늘 수학 수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니?
점심 시간에 누구 옆에 앉니?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니?
오늘 배운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이 칠판/보드/프로젝터에 쓰신 내용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니?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니?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학교에서 자녀가 잘 지내는지 또는
어려움을 겪는지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독서 장려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시간을 내시고 아이들이
읽은 책에 관해 가정과 학교에서 토론하십시오.
읽기쓰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책을 선택하시되
아이에게 새로운 주제나 장르를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짧고 가벼운 책과 길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섞어서 선택하십시오.
k연
 령에 적절한 도서 목록을 웹사이트
schools.nyc.gov/nycreads365에서
검색하십시오.

교사와의 협력

교사는 매일 학생과 생활하며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품행을 관찰합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들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학생 학습 지원

학생 학습 지원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원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들이 참여할 때,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본인과 본인의
능력, 졸업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며 고등
교육을 받고 싶어합니다.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많습니다.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는 연간 4회 개최됩니다.
이 컨퍼런스들은 부모님께서 교사와 함께 앉아
자녀의 진척 및 학업 기대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질문할 내용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의 예입니다:
제 아이가 잘하는 분야와 힘들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제 아이의 학습 의욕을 어떻게 북돋고 계십니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아이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이는 급우들이나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 아이가 결석이나 지각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k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ptc.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대화하기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많은 질문에 답을 주는
훌륭한 정보 제공처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친해지시고, 학교 프로그램, 자원,
연수, 행사 및 교육 참여 방법들에 관한 안내 및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학교 행사, 회의 및 결정에 참여

학교들은 학생 과제 전시, 가족 워크숍 및 정보
설명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합니다. 이
행사들은 학년도 전반에 걸쳐 가정에서 자녀의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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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일정에 관계 없이, 뉴욕시
학교들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다가올 행사와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의
능동적인 멤버 되기

학생 학습 지원

학부모 회(PA) 또는 학부모 교사회(PTA)의
능동적인 멤버가 됨으로써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자녀 교육과 학교 커뮤니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PA/PTA
멤버입니다. PA/PTA 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사, 학교 리더 및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네트워크, 아이디어 교환, 학교 문제 해결 및 학교
정책과 예산 결정에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다음
PA/PTA 회의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또한, 자녀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PA/PT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다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학부모 리더십 직에 도전

학부모님들은 또한 로컬, 학군 및 뉴욕시 차원의
선출직에 도전하여 학교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PA/PTA, 학교 리더십 팀(SLT),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CEC/CEC), 회장 위원회
등의 단체에 출마 가능한 선출직이 많습니다. 차기
CCEC 및 CEC 선거는 금학년도 말에 실시됩니다.
k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선출직에 출마하십시오. 관련 정보:
schools.nyc.gov/parent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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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정책 이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시간 질문, 숙제, 작문 견본,
시험, 쪽지 시험 및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도를
측정합니다. 학년도 전반에 걸쳐,
교사들과 교장들은 학생들의
학년 레벨의 진급 표준. 또는
알고
니까?
학업 벤치 마크-을 충족하지
계셨습
못할 위험에 처했는지
판별하기 위해 학생 수행도
측정 방법들을 정기적으로
교사들은 일주일에
검토합니다. 뉴욕주 시험
40분을 학부모님들과
성적이 고려되지만, 이것이
연락, 면담 또는
학생의 다음 학년도 진급을
참여하기 위해
결정하는 유일, 주요 또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소는 아닙니다.

귀 자녀가 다음 학년 진급을 위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다음 학년도에 유급하게 될
위기라면, 학교에서는 학년도 중간에 부모님께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사, 가이던스 카운슬러 또는 교장과 만나 자녀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에 관해
상담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진급 기준은 학년 별,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상의 기준(16페이지 참조)
및/또는 영어학습학생(ELL) 상태(17페이지 참조)에
따라 다릅니다.
k 교육청의 진급 요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시거나
웹사이트 schools.nyc.gov/school-life/
policies-for-all/promotion-policy를
참고하십시오.

알고
한 달에 두 번 결석이
니까?
그리 잦은 결석처럼
계셨습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학년도말 이 학생은
거의 한 달의 수업을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학생 진척 관리

가정에서는 성적과 출석률 등, 학교에서의 자녀
진척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유용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뉴욕시 학교
계정을 mystudent.nyc에서 만드시거나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십시오.
학부모님들은 최신 비상 연락 정보(자택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교의 메인 오피스에서 귀하의 정보를 확인 및/또는
갱신하십시오.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

교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또는 구글 G-Suite
를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과제를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개 보로 전역에 거주하는 뉴욕시 학생 가정에서는
무료로 다음의 디지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G-Suite for Education (자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Office 365 ProPlus on Windows

Microsoft Office for Mac Professional 2016

Microsoft Office for iPad, iPhone, Android 및
Microsoft Cloud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사이트 studentoffice.net
에서 최대 5대의 가족 컴퓨터 및 5대의 가족 태블릿,
스마트폰, 타 모바일 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하며
학생들은 매일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결석을 한다는 것은 학습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결은 학생의 공식적인 기록이며 결석은 학생의
다른 학교 또는 특수 프로그램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일 출결상황을
관리 및 기록해야 하며 학생이 결석하면 가족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각 학교 별로 결석을 하거나 결석이
“이유 있음”으로 고려되는 경우에 대한 특정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유 있는 결석도 여전히 결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교직원에게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출결 정책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등교를 지원할 아이디어

학교의 중요함을 강조하십시오.
일정한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정하십시오.
자녀가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수업을 빠지고 가야 할 약속이나 여행계획을 잡지
마십시오.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십시오.
지각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란 인식을 심어
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출결률을 유지하면 보상을 해주십시오.
학교 카운슬러에게 보상과 처벌 및 출석 목표를
포함한 자녀를 위한 “계약(contract)”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매주 자녀의 일일 그리고 수업 별 출석률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나 필요한 경우
긍정적인 출석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출결
멘토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k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
rules-for-students/attendance.

학생 학습 지원

귀하의 연락처 정보 갱신

출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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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학교에서 제공될
수 있는 상담 지원 전문가들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

학생의 나이에 관계 없이, 가족 여러분께서는 대학
및 그 이후를 위해 자녀가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학생 학습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하기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카운슬러,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뉴욕시 차원의 프로그램들 또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에 관해서는
schools.nyc.gov/afterschool을 참고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뉴욕시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 담당실
(DYCD)은 수백여 개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은 축구,
테니스, 패션 디자인, 요리, 무용, 컴퓨터 사이언스,
플래그 풋볼 및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매일 3시간씩, 주 5회 제공합니다. DYCD 후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찾아 보시려면, DYCD 웹사이트
dycdportal.nyc/discoverdycd를 검색해
보십시오.

가이던스 카운슬러 및
사회복지사와 대화

뉴욕시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에 중점을 둔 카운슬링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뉴욕시 학교
카운슬러들과 사회 복지사들은 교실, 타인과의 관계,
사회성 및 감수성 개발 진척과 대학과 구직 계획 등에
관해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교 카운슬러들과 사회 복지사들은 지속적인 학업
상담, 단기 위기 중재,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를
뉴욕시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상담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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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교 출석
좋은 성적 및 품행 유지 목표 설정
가능하다면 더욱 어려운 수업 이수
수업 시간 전, 중 및 후에 클럽 및 프로그램에 가입
여름방학 동안 캠프에 등록하고 학습 활동에 참여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저축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3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재정 지원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일찍 자는 습관 들이기

수면은 두뇌를 위한 음식이며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 부족은 학생들의 집중력,
학습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어린이들은 집중을 하고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등교하는 주간 저녁 취침 시간을 정하고 자녀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취침 최소 한 시간 전에 텔레비전,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침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 어둡고, 서늘하며, 조용하고 전자
제품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취침시간이 가까워 오면 탄산수, 커피, 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되도록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 운동을 권장하십시오.
k 자세한 정보는 sleepfoundation.org,
sleepforkids.org 및 cdc.gov/sleep/
about_sleep/how_much_sleep.html을
참고하십시오.
나이

일일 추천수면 시간*

6-13세

하루 9-11시간

3-5세

14-17세

하루 10-13시간
하루 8-10시간

*낮잠 포함. 출처: National Sleep Foundation

보건 서비스

건강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수행도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보건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청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 학교
공동체 구성원, 학생 및 가족들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청
건물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 평가합니다.
k 장 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buildings/
building-accessibility.

예방접종 요건

모든 유아원-1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수두, B형 간염 (Hib) 및
뇌척수막염균(men-ACWY)(1학년 이상만 해당).
k 예 방 접종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school-life/
health-and-welness/immunizations.

신체 검사

유아원-12학년에 신규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종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종합
건강 검진은 반드시 의사가 기록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육청 의사가 검사합니다.

특수 조정

학교들은 특별한 보건관련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관리, 서비스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피네프린, 당수치
관리, 인슐린 펌프 관리, 천식 펌프, 건강문제로
처방 받은 치료 또는 기타 조정이 포함됩니다.

알고
니까?
계셨습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있으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학교의 간호사 또는
학교장에게 알려주십시오.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보건, 통학 교통, 급식 및 번역
등은 학생들과 가족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입니다. 장애 학생,
영어학습학생 및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만약 아동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학부모님께서 보건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건 양식을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school-life/
health-and-wellness.

시력 검사

모든 신규 학생들은 학년에 관계 없이 반드시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아원, 유치원 및 1,
3, 5 학년 학생들과 특수 교육 서비스 평가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 “시력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

보건 및 정신 건강

학생들은 다섯 개 보로 전역에서 상담, 치료 및
감정, 행동 문제에 관한 특별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신체, 정신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 설치된 학교 기반 보건
센터(SBHC) 및 학교 기반 정신 보건 프로그램
(SBMHP)은 무료로 종합 건강 검진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더욱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
에서 “SBHC” 및 “SBMHP”를 검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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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서비스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및 개인적, 학업적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된
수업을 의미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작성됩니다. IEP는 학생의 관심, 장점, 필요 및 추천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IEP의 목표는 되도록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개별 장애 학생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천 절차

학생이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학교들은
일단 일반교육 환경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들 지원에는 개인지도 또는 교사와 함께 소규모
그룹에서 공부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일반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귀하는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 평가 또는 “최초 추천”
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 평가 절차에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기획된
평가 시리즈가 포함됩니다. 최초 추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공립 학교에 서면으로 특수교육
평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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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터 스쿨 또는 사립 학교에 다니는
뉴욕시 장애 학생들의 가족들은
알고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
니까?
계셨습
(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3-5세) 또는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5세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
gov/special-education/help/cpse-cse.
자녀가 평가받기 전에, 귀하에게 서면으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서면 동의서가 접수될 때까지 자녀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일단 자녀의 평가가 이루어진 후, 귀하는 IEP 팀의
일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회의에서 자녀 학교 직원들을 만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수혜 자격이 있다면, 귀하는
교직원들과 협력하여 자녀가 받게 될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서비스 등이 요약된 IEP를
작성하게 됩니다.

k 특수교육 및 추천 절차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알고
니까?
계셨습

뉴욕시 영어학습학생(ELL)의
수는 약 147,000 명입니다
출처: 이중언어 교육 학생 정보 설문

영어학습학생(ELL)

언어 필요 판단

학교는 가족과 함께 영어학습학생을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생의 가정은 가정 언어
판별 설문(Home Language Identification
Survey: HLIS)작성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해당 학생은
영어 지원 서비스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뉴욕주 ELL 판별 시험(NYSITELL)에 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영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교직원은
가족을 만나 뉴욕시에서 제공되는 각기 다른 ELL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회의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언어로 실시될 것입니다.
최소한 모든 ELL들은 반드시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New Language: ENL)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ELL 가정에서 자녀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만 자녀 학교에서 전혀
제공할 수 없다면, 가정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업과 언어학습을 지원할 ELL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원언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을 두 가지 언어로
지도합니다: 영어 및 기타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와
기타 언어 모두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업은 영어가 능숙한 학생들, 그리고
동일한 가정 언어를 구사하는 ELL들로 구성됩니다.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들은 영어와 학생의
가정 언어로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들 수업의 모든
학생은 동일한 가정 언어를 구사합니다. 학생의
영어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영어로 제공되는 수업
비중이 증가하고 가정 언어로 제공되는 수업 비중이
감소합니다.

지원 및 서비스

영어 학습 학생(English language learner
또는 ELL)은 가정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
ELL학생이 모든 핵심 과목들의 성공적 학습을 위해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 프로그램들은 학생의
가정 언어 지원과 함께 영어로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년과 언어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권에서 왔으며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k ELL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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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및 번역

교육청에서는 여러분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사용하시는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육청
문서 및 웹사이트는 학교에서 영외 외에 가장 자주
쓰이는 9개의 언어인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루두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또한 통역서비스도
200여개 언어로 제공 가능합니다. 학교 언어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718) 935-2013
또는 이메일 hello@schools.nyc.gov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화

수화 통역 서비스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수화
통역 서비스 담당실 (212) 802-1500, 내선번호
7181 또는 이메일 OSLIS@schools.nyc.gov로
요청하십시오.

뉴욕시 통학 교통편

뉴욕시 학생들은 옐로 버스 서비스(제공될 수
있다면) 또는 할인/전액 무료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혜 자격은 학생의 학년 및 통학
거리로 결정됩니다.
노숙 학생들 또는 임시 거주지 생활 학생들은 통학
교통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노숙 학생들과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에 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옐로 버스 서비스 제공 대상

유치원-2학년 통학 거리 1/2마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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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계약을 맺고 운행
중인 버스차량은 8,000대가
넘습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3-6학년 통학 거리 1마일 이상.

7–12학년 옐로 버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 보로를 건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나이에
관계 없이 옐로 버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학생의 IEP에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장애 학생들은 옐로 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트로카드

자격을 갖춘 유치원-12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메트로카드는 다음 두 종류입니다:
전액: MTA 전철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데
사용되는 무료 메트로카드.

반액: MTA 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메트로카드.
학생들은 반드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나머지 절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메트로카드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유치원-2학년

통학 거리 1/2 마일 미만—반액
통학 거리 1/2 마일 이상—전액

3-6학년
통학
수혜
통학
통학

거리 1/2 마일 미만—메트로카드
자격 없음
거리 1/2 마일-1마일 사이—반액
거리 1마일 이상—전액

7-12학년
통학
자격
통학
통학

거리 1/2 마일 미만—메트로카드 수혜
없음
거리 1/2 마일- 1.5마일 사이—반액
거리 1.5마일 이상—전액

k 교통편에 관한 질문은 optnyc.org를
참고하시거나 (718) 392-885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서머 인 더 시티

Summer in the City(SITC)는 뉴욕시의
여름방학 학업 접근 방법입니다. 서머 인 더 시티
(SITC)를 통해, 학생들은 읽기 및 수학 교과과정을
학습하고, 뉴욕시 전역의 문화 기관을 방문하며
건강한 무료 아침과 점심 급식을 받게 됩니다.

서머 인 더 시티(SITC)는 다음 두 종류의
여름방학 학습을 제공합니다:

서머 아카데미: 무료 아침 및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종일 프로그램으로 STEM(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및 수학) 탐구 활동,
수학 심화와 읽기 수업 및 박물관, 공원 및 기타
문화 기관 방문으로 운영. 서머 아카데미는 서머
스쿨을 추천 받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k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summerschool.

이민 가정 지원하기

교육청은 이민 신분, 출신 국가 또는 종교와 상관
없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또한 서류미비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는:

법에 따라 전적으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미국
이민 관세 수사청(ICE) 요원을 포함한 비 뉴욕시
소속 법집행관들의 학교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 또는 가족들의 이민 신분을 파악하지
않으며 법에 의해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숙 학생들과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연방법 및 교육청의 교육감 규정서는 노숙
또는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영구
주거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
및 특수교육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원 및 서비스

서머 스쿨: 학년 레벨 진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 대상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이민 관련 문의,
조사 및/또는 억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자료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등의 상세 정보 검색:
schools.nyc.gov/supportingallstudents.

임시 거주지 생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뉴욕시 학교 통학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6학년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옐로 버스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될 수 없다면,
학생 메트로카드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 메트로카드를 제공받는 유아원-6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보호자 또한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12학년 학생들은 학생 메트로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s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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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는
뉴욕시 학생들에게
매일 약 85만명분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및 서비스

학교 급식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 급식은 연방 영양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야 하며 색소 또는 인공 감미료, 방부제
또는 액상 과당과 같은 음식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단은 통곡물 빵, 신선한 과일과
일부 학교에서는 샐러드 바로 구성됩니다.
채식 옵션을 포함한 모든 학교 급식 식단은
사이트 schoolfoodnyc.org에 게시됩니다.
또한 교육청 공식 스쿨푸드(SchoolFood)
모바일 앱 schoolfoodnyc.org/MediaCenter/
mobileapp을 통해서도 학교 급식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무료 조식

모든 뉴욕시 학생들은 수업 시작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혹은 교실에서 아침 급식
(Breakfast in the Classroom: BIC)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에서 무료 아침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BIC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제공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특별식 요건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교 급식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매월,
특별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아침
및 점심 메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승인된 특별식단이 필요한 경우
학교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모두를 위한 무료 점심

공립 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뉴욕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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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점심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수입에 관계없이 반드시 학교 급식
양식(School Meals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뉴욕시 학교들이 본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학교에서 받으시거나 온라인 웹사이트
nyc.applyforlunch.com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7-18학년도 이전에 자녀의 급식비용으로
이미 MySchoolBucks 계좌에 돈을
넣어두셨거나, 전 학년도 이월 금액이 남아
있는 가정에서는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환불받지 못하셨거나 환불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SFLunchRefunds@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여름 급식

여름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지정된 공립학교, 뉴욕시 공원과
수영장, 뉴욕시 주택청 및 비영리 재단 건물에서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여 가까운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규정은 유치원-12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유치원-5학년 및 6-12학년용이 별도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학교
또는 온라인 schools.nyc.gov/school-life/
rules-for-students/discipline-code에서
1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학생 안전 유지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호 받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 사태에 대비하여
학생 보호 안전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계획의 일환으로 학년도 전반에
걸쳐 학생들과 직원들은 응급 사태 대비 훈련
및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은 불안을 야기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
정보는 또한 학교에서의 응급 사태 준비에 관해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매 학년도마다 최소 3회의 학교 버스
안전 대비 훈련도 실시합니다.
k 교 육청의 안전 절차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school-life/
support/emergency-readiness.

소셜 미디어 사용지침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소셜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활용하십시오:
현명한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위험한 게시물 또는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징계 및 안전

훈육 규정(규정)은 학생들의 사회적, 학업적
성장을 이뤄지는 장소인 학교의 안전한 환경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각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은 반드시 교육청의 학생 품행 표준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규정은 학교 직원이 학생들
사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k schools.nyc.gov/school-life/
rules-for-students/digital-citizens
에서 학부모 안내서 등의 교육청 소셜 미디어
사용지침 목록을 찾아보십시오.

휴대전화 사용 정책

모든 학생들은 휴대 전화, 컴퓨팅 전자제품 및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제품들을 학교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각 학교 별로 학교 차원의 휴대 전화 및 전자기기
이용 정책이 있으며,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학중인 학교의 휴대 전화 이용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휴대 전화는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 전화는 교내에서 퀴즈, 시험 시간 및 화재
및 응급상황 대비 훈련시 사용하거나 전원을
켜서는 안됩니다. 이런 전자제품들은 라커룸이나
화장실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학교의 휴대 전화 정책에 관해서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k 교육청의 휴대 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
gov/school-life/policies-for-all/
chancellors-regulations.

모두를 위한 존중 (Respect for All)
추구

교육청에서는 수용적이고, 지원적이며 학생과
교직원들 사이에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언어나
신체적 공격, 괴롭힘, 협박, 집단 따돌림 및 어떤
형태의 차별도 뉴욕시 학교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규율 규정이 적용되나요?

학 교 수업 전후 및 수업 시간 중
뉴 욕시 교육청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중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학생의 품행이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커뮤니티를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 건물 외의 장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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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는다고 느끼면 바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도하십시오.

k 집단 따돌림에 관해 자녀와 대화하기에 대해
알아보고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stopbullying.gov를 참고하십시오.

집단 따돌림 신고

징계 및 안전

어떤 형태의 집단 따돌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협박,
괴롭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런
사안을 즉시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따돌림을
알게 된 학생은 학교에 게시된 모두를 위한 존중
포스터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존중 담당자 또는 학교
교직원 누구에게든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및 실질적
또는 추정적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가, 시민권/
이민 상태,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 장애 또는 몸무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존중 정책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문제를 신고할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수용적인 학교 환경을 증진하는
한편 교내 금지 행위들을 요약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k 모두를 위한 존중에 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respectforall.

집단 따돌림 예방

집단 따돌림은 협박, 차별 또는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또는 글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십시오.
자녀와 자주 관련 주제에 관해 대화하고
들어주십시오.
학교, 친구 및 기타 걱정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자녀의 변화(자존감 저하, 수면 문제 및 학교나
모임들을 피하는 등)를 주시해 주십시오.

자녀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관찰하십시오.
(인터넷상의 따돌림은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전자 제품들을
이용하여 서로 간에 따돌림을 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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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포함, 누구든지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를 이용하여
집단 따돌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움
요청은 (718) 935-2288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교직원 대 학생 괴롭힘

가정에서는 교직원 대 학생 따돌림, 괴롭힘
또는 협박을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 또는
교육청의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OSI)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신분,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교직원의 학생 차별은
학교장 또는 평등 기회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 OEO)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k OSI 또는 OEO 이의제기 웹사이트:
schools.nyc.gov/about-us/leadership/legal.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

학교에서 자녀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은 학교장 또는 담당자와 만나 우려사항을
상담하십시오. 안전문제에 따른 전학이 필요하시다면
학교는 학부모님과 협력하여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반드시 전학
요청 및 모든 관련 문서들을 담당 패밀리 웰컴 센터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k 상세한 정보 검색: nyc.gov/schools/transfers
또는 전화: (718) 935-3500.

3-K 프로그램들은 미래에 학교 및 인생의
성공을 준비할 수 있는 학업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3세 아동들에게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년 간 높은 수준의 조기 교육을 이수한
아동은 초등학교 학업에 중요한 튼튼한 수학,
읽기, 언어 및 사회-정서적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현재 6개 학군들에서 제공되는 3-K
수업들은 호기심, 발견, 배움 그리고 재미로
가득합니다. 궁극적으로 뉴욕시는 뉴욕주 및
연방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어 뉴욕시 전역에
3-K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K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 인 및 또래와의 긍정적인 쌍방향 관계를
통한 언어 개발

뉴욕시에 거주하는 2015년에 출생한 모든
어린이들은 2019-20학년도에 유아원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k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prek.

교실 밖에서의 유아원 학습

조기 아동 교육은 어린이가 초등 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두뇌의 85%는 5세 전에 발달한다고
합니다. 유아원 학부모님들은 유아원 밖에서도
자녀가 지식과 능력을 확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와 자료 검색:
schools.nyc.gov/preklearn.

블 록, 과학/발견, 예술과 드라마 연극을 통한
실질적 학습에 참여
교 실 일상 생활습관 형성
감 정과 생각 표현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2016년 출생 아동은
2019-20학년도에 3-K에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k 자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3k.

유아원

유아원은 어린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읽고,
질문을 하고,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4세 어린이들은 수준 높은 무료 종일반
유아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학군 학교, 유아원 센터 및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NYCEEC)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아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숫 자를 인식하고, 철자를 배우고 쓰며, 질문을
하고, 순서를 지키며 반 친구들과 공유하는 법

책 , 운율 및 노래 그리고 교사 및 친구들을 통해
단어와 언어 구축
그 리기, 색칠하기, 만들기 및 기타 예술 활동을
통해 본인의 창의력을 표현
신 체 활동, 반복되는 활동에 적응하기와
긍정적이며 건강한 습관 형성

주 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이런 지식을
수학, 과학, 사회 및 예술 과목에 적용하는 방법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3-K

초등학교(K-5학년)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고학년에서의 수준 높은 학습 환경이 요구하는
창의력 및 비평적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합니다. K-5학년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수학, 과학, 사회, 보건과 체육
및 예술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다지게 됩니다.

유치원

유치원은 기초적인 읽기쓰기 및 수학 능력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이 때, 학생들은:

알파벳(문자의 소리, 단어, 발음 포함)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기, 그리기, 글쓰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음악, 움직임과 플레이메이킹을 탐구합니다.
숫자를 판별하고 100까지 셀 수 있습니다.
10까지 숫자의 덧셈 및 뺄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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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학교 및 커뮤니티 멤버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을 배우고 특정 물질(예: 금속 및 나무)
과 그 물질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1학년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단어와 수학
지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학습합니다:

자리값 및 정수를 이해합니다.
20까지 숫자의 뺄셈을 합니다.
모양을 설명합니다.
시간을 말합니다.
각기 다른 모양, 크기 및 종류의 동물을 찾아
비교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의 특성을 인지합니다.
날씨와 계절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합니다.
음악과 리듬을 탐구합니다.

2학년

2학년들은 수학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 읽기 및 쓰기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작문을 수정합니다.
읽은 내용에 관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말로 된 수학 (응용) 문제를 풉니다.
100까지 숫자의 덧셈 및 뺄셈을 합니다.
분수 및 돈의 단위를 배웁니다.
뉴욕시 역사, 지리 및 지방 정부에 대해 배웁니다.
기초 지구 과학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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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곱셈과 나눗셈을 포함한
수학의 숙련도를 넓히는 한편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학생들은:

100까지 숫자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여 문제를
풉니다.
세계 커뮤니티 및 문화에 대해 처음 배웁니다.
소리와 열에 관해 더 폭넓게 이해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지 학습합니다.
처음으로 뉴욕주 수학/영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4학년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내용의 주제 또는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정보를 메모하고,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풀어야 하는, 수학 응용
문제를 풉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및 곱셈을 합니다.
각도, 부피, 질량 및 시간을 측정합니다.
뉴욕주 역사와 행정을 학습합니다.
동물, 식물, 자연 환경, 전기, 자기장 및 물, 땅 및
공기가 서로 상호작용 하는 방법 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5학년

중학교 진학 전 마지막 학년인 5학년 학생들은
6-8학년에 배울 교과과정을 준비합니다. 이번
학년도를 통해, 5학년 학생들은: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새로운 단어를 배워 본인의
어휘력을 확장합니다.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활용하여 본인의 해석을 공유하는 한편,
문장을 설명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백분의 일까지 소수점 사용을 배웁니다.
상급 분수, 기하학, 측정법 및 지수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리, 서양 문화 및 초기 사양사회에 관해
학습합니다.
생태계를 포함하여 지구과학에 관해 더 많이
배웁니다.
긍정적인 보건 및 영양습관을 검토합니다.

7학년

7학년 학생들은:

여러 관점에서 작성한 논설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글을 다양한 스타일로 써봅니다.
비율, 양, 비례 및 백분율을 이용하여 수학
문제를 풉니다.
영역, 표면, 둘레 및 용적 등의 기하학에 관한
지식을 넓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구 표면의 변화를
공부합니다.
식민시대 이전부터 남북전쟁까지 시기의 시,
주 및 미국 역사를 배웁니다.
시각예술, 음악, 무용 및 연극을 체험합니다.

중학교(6-8학년)

6학년

학생들은 6학년에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웁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읽고, 작가의 스타일,
단어 선택, 관점 및 구성을 분석합니다.
언어능력, 스타일 및 어조를 발달시키는 한편,
설명 및 논설문을 쓸 수 있습니다.
알지브라, 통계, 비율 및 1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에너지 및 지구 생활에 관해
배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호주를 포함한 동반구의
지리와 역사를 탐구합니다.

고등학교 준비 시작하기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준비를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는 없습니다.

준비: 6학년 및 7학년

자녀의 관심사에 맞는 학교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DOE의 고등학교 안내서를 참고하여
각 프로그램 입학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70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중학교는 아이들의 학업과 사회-감성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는 전환기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자존감, 자신감 및 독립심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자녀 인생에 참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고등학교의 기초를 쌓는 것에 더해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지원: 8학년*

학교 박람회, 정보 설명회 및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처음으로 9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10학년 대상 고등학교
입학전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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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고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남은 한 학년 동안,
8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고등학교 수준의 어려운 내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글을 읽고 분석합니다.
비유, 암시, 반어법 등의 다양한 작문 기술을
익힙니다.
논설문의 논리와 추론을 평가합니다.

과목

영어(ELA)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외의 언어(LOTE)
체육

보건
예술

테크놀로지

도서 및 정보 기술

커리어 개발 및 직업 교육
가정과 직능

이중언어 교육 및/또는 E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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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브라 문제 해결에 그래프를 이용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2D 및
3D 도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지구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할 운동의 법칙
및 태양계 전반에 관해 공부합니다.

재건, 산업화, 세계 전쟁 및 미국 근대사를
탐구합니다.

시각 예술, 음악, 무용 또는 연극에 관한 지식을
넓힙니다.

7학년 및 8학년 학업 요건
7학년

8학년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1개 학년도 전체
반 학년도

총 반 학년도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학년도 전체
반 학년도

1개 학년도 전체로서 다음 중 최소 두 가지를 커버: 시각예술,
음악, 무용 또는 연극
총 1개 학년도
주 1교시

각 학교에서 시간 결정
한 학년 중 3/4

학생의 필요에 따라

상세한 정보는 12페이지의 진급 정책 이해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주 1교시

고등학교(9-12학년)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책임도 증가하는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마스터하고 대학진학
및 취업 기회를 탐구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 학과목 수업, 특별 활동,
인턴십 및 자원봉사 경험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처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까지, 학생들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지정 과목 수업을 듣고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한 과목 수업에 통과할 때마타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정 학과목
옵션은 학교나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지정 과목에서 총 44학점을 이수하고
특정 시험에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의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습니다: 리전트 졸업장, 우수 리전트
졸업장 및 로컬 졸업장. 우수 리전트 졸업장
(Advanced Regents diploma)은 학생들이
수학, 과학 및 영어 외의 외국어에서 추가의 능력을
습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학생들이 리전트
또는 우수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에 도달하는 학생들만 로컬 졸업장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졸업장들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유효합니다.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학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특정 리전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가능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요건의 졸업장에 도전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는 부모님께서는 즉시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k 로컬, 리전트, 우수 리전트 졸업장 요건 및
대학진학과 취업준비에 관한 상세한 정보:
schools.nyc.gov/school-life/rules-forstudents/graduation-requirements.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

학생들은 가능한 수준 높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며 선택과목과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도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진학 및

직업기술 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일련의 직업
기술 교육(CTE) 과정을 선택해도 좋으며,
이 과정에서는 특정 커리어의 일환으로 과학,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업계 전문가 곁에서 일하면서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습득합니다.
제공되는 분야로는 정보기술, 보건 전문직,
미디어 및 디자인, 건설, 엔지니어링, 교통, 요리와
접객업,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뉴욕주 승인 CTE
시퀀스에 필요한 학점 수는 전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선 4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 CTE에 관한 상세 정보: cte.nyc.

IEP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특히 IEP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 학교에 연락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졸업 경로, 전환에 필요한
여러 자원, 기회 등에 관하여 상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보로 전환 및 대학 액세스 센터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졸업과 전환 계획에 관해
알아보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졸업 요건

취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급적이면 필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학이나
직장에서의 성공기반을 다지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졸업에 요구되는 필수 과목 외에 수학이나 과학
등의 추가 학과목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k IEP가 있는 학생을 위한 전환 계획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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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트 및 우수 리전트 졸업 요건

과목

리전트 졸업장 최소 요건

뉴욕주 리전트 시험
(최소 65점)

학점

1개 시험
알지브라 I
지오메트리 또는
알지브라 II

6학점
상급 수학(예: 지오메트리
또는 알지브라 II)에서 최소
2학점

1 개 시험
영어(ELA)

뉴욕주 리전트 시험
(최소 65점)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영어(ELA)

학점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수학

3개 시험
알지브라 I
지오메트리 및
알지브라 II

사회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6학점
생명 과학: 2학점
물리 과학: 2학점
생명 과학 또는 물리 과학:
2학점

과학

2개 시험
생물 환경 및
화학
지구과학 또는
물리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없음

2학점

외국어

6학점

없음

4학점
매년

체육

1개 시험
영어 이외의 언어
(LOTE)*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없음

2학점

시각 예술, 음악,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무용 또는 연극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1 개 시험
세계사 및 지리 또는
미국사 및 정부
1개 시험
생물 환경
화학
지구과학 또는
물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8학점

우수 리전트 졸업장 최소 요건

없음
1개 시험
아무 리전트 시험이나
또는 학생이 선택한
뉴욕주 승인 평가
5개 시험

8학점
세계사: 4학점
미국사: 2학점
경제: 1학점
정부: 1학점

1학점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보건

7학점

선택 과목 및
기타 요건

44학점

총

1개 시험
아무 리전트 시험이나
또는 학생이 선택한
뉴욕주 승인 평가
9개 시험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리전트 졸업장과 동일

3학점
44학점

장애 학생들은 유연한 조건으로 로컬 졸업장을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연한 조건에 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예술 또는 CTE 인증 졸업장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LOTE) 학점이 2학점만 필요합니다.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가 있는
일부 학생들은 LOTE 대신 다른 과목에서 학점을 충당해도 됩니다.

졸업장의 중요성

이 표는 교육 수준과 평균적인 주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고등 교육을 받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730

전문 학위

$1,625

박사 학위

$1,341

석사 학위

$1,137

학사 학위

준학사 학위
대학 중퇴

고등학교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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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하

$748

$738

$678

$493

출처: 미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거치 학교(Transfer Schools)

모든 거치학교는 학점이 모자란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고 필요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업적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및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등학교를 최소 1년 이상 다녔던 16세-21세의
학생들은 거치학교에 등록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거치학교 입학요건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거치학교들은 다른 고등학교들과
동일한 졸업요건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은 반드시
낮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청소년 보로 센터(Young Adult
Borough Center)

청소년 보로 센터(YABC)는 학점이 부족하거나
학교 중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 또는 낮시간
동안 생업이 있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저녁 프로그램으로서, 수료
후 졸업장을 수여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간 다닌 17–21세 학생으로서 최소 17학점을
이수하였으면 YABC에 다닐 수 있습니다.

대안 학위

뉴욕시 공립학교를 제 때에 졸업하지 못하는
뉴욕시 학생이나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
학위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고등학교 이후의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졸업으로 가는 길(Pathways to
Graduation) 프로그램

취득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P2G 는 뉴욕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무료 풀타임 프로그램입니다.
k 자세한 정보: p2g.nyc.

성인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졸업을 위한 다른 방법들

졸업을 위한 다른 방법들 나이를 초과했거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이 고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기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들은 성인 기초 교육, 고등학교
인증, 기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위한 영어교육
및 구직 기술 교육 등의 교육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5개 보로 전역에서 주중, 야간
및 주말에 제공됩니다.
k “성인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

장애 학생 학력 취득

장애 학생들도 가장 수준 높은 졸업 옵션을
취득하도록 장려됩니다. 학생들은 리전트 인증
또는 로컬 졸업장에 추가하여, 또는 이 대신에
다음과 같은 한두 가지 증명을 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 및 직업 교육(CDOS) 졸업
증명서 및 기술 및 성취 졸업증명서.

이들 졸업증명서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거나 21세 생일을 맞는 해의 마지막
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둘 중 더 빨리 도래하는 시일 기준). 이러한 인증은
유치원을 제외하고 최소 12년간의 학교생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만
뉴욕주 대안 평가(NYSAA)를 치르고 기술 및 성취
졸업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으로 가는 길(P2G) 프로그램은 17–2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력 인증 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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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계획
대학진학 계획은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가정에서 더 일찍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할수록
학생들은 더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대학들이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카운슬러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대학 지원 및 입학전형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력 쌓기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작할 것인지 등에 관계
없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든 학과목, 특별활동
및 일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졸업 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학업

학생들은 더욱 수준 높은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상급 수업들은 학생들이
우수 리전트 졸업장 요건을 충족하고 대학 및
취업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과 같은
수준 높은 수업을 이수하는 것에 관해 카운슬러와
상의하십시오:
선이수(AP) 과목들은 외국어, 미술, 영어, 역사,
정부, 수학, 과학 및 기타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칼리지 나우 및 CUNY 얼리칼리지 과목들은
고등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CUNY
대학 졸업장 취득에 인정되는 학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들들 학교 일과 전후로
고등학교 건물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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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사(IB) 과목들은 대학 준비 수업으로
개인 또는 IB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IB 코스에는 영어, 외국어, 사회,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및 기타 과목들이 있습니다.

졸업장 취득 인증

졸업장 취득 인증은 특정 부분에서 더욱
어려운 공부를 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술 인증, CTE 인증, 이중언어
읽기쓰기 능력 인증, 아너스 지정, 수학 마스터
및 과학 마스터 등이 있습니다.

과외 활동

대학과 고용주들은 각종 활동과 주제에 관심이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클럽, 스포츠 및 기타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또한
교실에서 배운 것을 더 넓게 적용하고 학생들이
친구를 사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교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nyc.gov/dycd를
방문하십시오.
많은 대학들이 졸업장 취득에
필요한 점수보다 더 높은 리전트
알고
?
니까 점수를 요구합니다. 높은 리전트
계셨습
점수 없이는 입학이 거부되거나
대학에서 보강 수업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나 직장 경험은 학생들이 직업 능력을 쌓고,
본인의 직업 목표를 수립하며 업계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책임감, 성숙도 및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은 이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년도 전반에 걸쳐
인턴십 및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대학 입학 시험

학생들이 4년제 대학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업 능력 시험(SAT) 또는 ACT 중 최소 1가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시험에서 지원자가 얻은 점수를
보고 해당 학생이 대학에서 어떤 학업 수행도를
보일지 예측합니다. 둘 중 어떤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는 각 대학에 직접 알아보십시오. 또한 대학
합격 후에도 여전히 해당 대학에 가서 별도의 배정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PSAT

예비 SAT(PSAT)는 SAT 준비를 위한 훌륭한
모의시험입니다 이 점수로 학생의 SAT 시험 결과와
장학금 수혜 자격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k PSAT에 대한 자세한 정보: collegeboard.org/
student/testing/psat.

SAT

SAT는 다문항 선택과 에세이 시험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읽기, 수학 및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11학년 및 12학년 때
각 차례씩, 두 차례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최고 점수를 보고
입학 결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애 학생을 위한
조정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 계획

인턴십 및 직장 경험

SAT 수업일

매년 봄, 뉴욕시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수업일 중에
11학년을 대상으로 SAT를, 10학년을 대상으로
PSAT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2019년 봄에 실시될
SAT 수업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려면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k 자녀의 SAT 준비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khanacademy.org/test-prep/sat.

SAT 과목 테스트

좀 더 경쟁이 치열한 4년제 대학들이 흔히 요구하는
시험으로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각 과목을 마친
후 즉시 SAT 과목별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응시료 면제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k SAT 및 SAT 과목 평가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sat.collegeboa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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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SAT 대신 응시할 수 있는 ACT는 영어, 수학, 읽기
및 과학 과목의 학생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시험엔
작문 섹션이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작문
섹션은 영어 섹션에 추가적인 것으로 학생 선발에
엄격한 대학일수록 작문섹션 성적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시험 요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필요한 경우, 응시료 면제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k ACT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 act.org.

대학 지원서

대학 진학 계획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대학 및 직업 학교 프로그램
등록에 요구되는 각종 요건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어드바이저, 가이던스
카운슬러 또는 교사와 상담하여 리서치, 준비 및
지원서 제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 지원서에는
에세이나 작문 샘플, 고교 성적 증명서, 대학
입학시험 점수 및 교사 추천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니까?
계셨습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은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k 대학 지원서 작성 일정의 예는 웹사이트
bigfuture.collegeboard.org/get-in/
applying-101/timeline-12-grade를
참고하십시오.

재정지원 신청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저금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뉴욕주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은 대학 비용을 위한 저축을 하는 가정에
상당한 세금 해택을 공합니다. 친지 누구나 미래의
대학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 nysaves.org.

학생들과 가족은 반드시 대학 진학을 위한 여러
종류의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방
학생 재정 보조 신청서, 일명 FAFSA를 제출해야
합니다. FAFSA는 가족 수입에 관한 여러 가지

대학을 위한 저축

재정지원은 학생들이 그랜트, 장학금, 워크스터디,
대출을 통해 학비를 충당하도록 도와줍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누구나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대학 및 취업 관련 자료

 대
 학진학 계획 핸드북: www1.nyc.gov/
assets/dhs/downloads/pdf/cpp/
DOE-College-Handbook.pdf
 E
 LL과 가족을 위한 대학/취업
준비: schools.nyc.gov/ells/
college-readiness-for-ells

 N
 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hesc.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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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reer Zone: careerzone.ny.gov

 B
 ig Future by the College Board:
bigfuture. collegeboard.org/college-search
 학
 업 및 재정 준비 체크리스트:
https://studentaid.ed.gov/sa/sites/
default/files/college-prep-checklist.pdf
 전
 환 및 대학 액세스 센터: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FAFSA는 매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FAFSA.ed.gov
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가정은 가장 최근(2017)
세금보고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FAFSA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 학교
카운슬러나 교사, 학교장과 상의하시거나 웹사이트
understandingfafsa.org에서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재정지원의 종류

FAFSA를 제출하면 몇 가지 종류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트는 연방 및 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제공됩니다. 그랜트는 학생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k 고 등학교에서 대학생활로의 전환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school-life/learning/
college-and-career-planning.

뉴욕주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 (TAP): 뉴욕주의
특정 대학에 대한 그랜트입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TA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격, 지원
방법 및 질문과 답을 검색해 보십시오: hesc.ny.gov/
pay-for-college/apply-for-financial-aid/nys-tap.
스칼라십(장학금)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
운동, 봉사, 관심, 인종 또는 종교 등에 따라
지원됩니다. 특정 기준에 관해서는 각 대학 별로
문의하십시오. 장학금은 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계획

기본적인 질문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반드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해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FAFSA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욕주의 Excelsior 장학금 은 일년에 $125,000
이하의 수입인 뉴욕 주민이 모든 SUNY 및 CUNY 2
년제 및 4년제 대학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k 자세한 정보: ny.gov/programs/tuition-freedegree-program-excelsior-scholarship.
워크 스터디는 대학 캠퍼스 또는 커뮤니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학비에 보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론)은 대학 교육을 위해 빌린 비용으로
학생들과 가족이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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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비용의 이해

가정에서 비용 문제로 자녀의 대학진학을 고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즉, 대학 수업료입니다.
그 외 대학에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에는 다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숙식(기숙사 및 식비)
책과 준비물
용돈
교통비
k 웹사이트 collegecost.ed.gov/scorecard
에서 특정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집에서 생활하며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뉴욕시 학생들의 연간 비용*

대학 진학 계획

등록금 및 각종 납부금
숙식

(주거, 식사, 각종 공과금, 주차 비용)

책과 준비물

뉴욕 시립대학(CUNY) 뉴욕 주립대학(SUNY) 뉴욕시 인근 사립대학
$7,005

$5,502

$3,300

$1,900

$1,000

$1,340

$1,788

$1,630

$1,088

전체 교육 비용

$16,747

재정 지원 관련 자료

$39,460

$3,860

$1,364

통학 및 이동 비용
용돈

$8,310

$17,040

$1,100
$1,100

$45,960

*2017년 가을 학기 기준

미교육부 연방 학생 재정보조 FAFSA 웹사이트: fafsa.ed.gov

학생과 가족을 위한 미교육부 연방 학생 지원 웹사이트: studentaid.ed.gov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 thedream.us/resources/education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iacac.org/undocumented/money

FAFSA 이해하기: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용 방법 안내: understandingfafsa.org
미교육부 대학 가치와 비용 안내서: collegecost.ed.gov

NYC 교육청 재정 지원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ancialAid

재정지원 대출금액 계산: finaid.org/calculators/loanpayments.phtml
간편한 FAFSA 7단계: finaid.ucsb.edu/fafsasimplification

인근 지역 재정지원 행사 찾아보기: startheregetthere.org; collegegoal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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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니까?
계셨습

FAFSA를 작성한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할 확률이 두 배 이상입니다.
출처: 교육청 FAFSA 완성 파일럿 프로젝트

스포츠 참여

공립학교 체육리그(PSAL)는 학생들이 조직적인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SAL은 25개의 대표 운동 종목에서
모든 공립학교들 사이의 대회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psal.org를 참고하세요.

가정 학습

다음 웹사이트들은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학 생 성공을 위한 전미 PTA 학부모 가이드:
pta.org/4446.htm
미 교육부 학부모 자료:
ed.gov/parents/landing.jhtml

미 의회 도서관 읽기 웹사이트: read.gov
수 학 포럼 “Ask Dr. Math” 웹페이지:
mathforum.org/dr.math
내 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kids.nationalgeographic.com

스 미소니언 과학 교육 센터: ssec.si.edu
PBS 학부모: pbs.org/parents

뉴욕을 여러분의 교실로
활용하십시오

매년 전세계 수백만 명이 뉴욕시 5개 보로를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 건축, 역사
및 문화 기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학습

교실 밖에서의 학습 은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교실 밖에서도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뉴욕시 도서관, 공원, 박물관,
동물원, 극장 및 역사적인 유적을 방문하여
뉴욕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끽하십시오.

다음 웹사이트에서 각종 이벤트와 활동 등,
뉴욕시의 가장 유명한 장소와 행사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뉴욕시 공립 도서관 “Learn” 페이지:
nypl.org/learn
N YC 공원 & 레크리에이션부:
nycgovparks.org

퀸즈 공립도서관: queenslibrary.org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bklynlibrary.org

뉴욕 역사학회 어린이 역사박물관:
nyhistory.org/childrens-museum
미국 자연사 박물관: amnh.org

브롱스 동물원: bronxzoo.com

일정, 행사 및 볼거리가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세 서미 스트리트 학부모 사이트:
sesamestreet.org/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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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롱스 동물원 및 기타 다수의 명소들을 포함한 40개
문화 기관들의 무료 1년 멤버십뿐만 아니라 영화표,
공연 및 스포츠 이벤트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DNYC 카드는 뉴욕시 공립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 상세 정보: nyc.gov/idnyc.

NYC 365 독서 캠페인

읽기는 인생에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더 많은
두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의 학습

IDNY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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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YC는 뉴욕시에서 모든 14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새로운 무료
신분증입니다. IDNYC 카드는 신분증과 주소
증빙으로 교육청과 뉴욕시경을 포함한 뉴욕시
관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카드
소지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미국자연사 박물관,

NYC 365 독서캠페인은 모든 연령의 뉴욕주민을
대상으로 매일 읽기를 권장하는 뉴욕시 교육청의
캠페인입니다. 연령별 적절한 독서 목록을 이용하여
뉴욕시 전역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즐거움,
지식, 오락, 탐구 및 감명을 받기 위한 독서를 하도록
장려하실 수 있습니다.
k NYC 365 캠페인 및 추천도서 목록과 독서
요령 등에 관한 정보: schools.nyc.gov/
nycreads365.

공공 회의 및 교육감, 뉴욕시 위원회(예: 교육정책
패널), 커뮤니티 교육장,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및 학교 공청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참석할 권리
학 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육청 및/
또는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대한 불만 제기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

해 당될 경우 자녀가 자신의 지역(zone)
밖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k 학부모 권리장전 및 불만 접수 방벙에 관한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
parentrights를 참고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학생 투표권 안내

18세 이상 뉴욕주민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투표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모든 고등학교 메인오피스에는 유권자 등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학교는 학생들이 만
17세가 되면(적어도 다음 선거 이전에 만 18세가
될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할 것을 상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 양식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k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권 자격 판별
확인은 웹사이트 vote.nyc.ny.us/html/
voters/register를 이용하십시오.

연방 신상보호법 안내

가족교육권 및 신상보호법(FERPA)은 학부모
및 18세가 된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장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안전에 관한
학부모 권리 그리고 교육감 규정 A-820은 이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교 육청이 요청을 접수한지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점검할 권리.
✓열람을 원하는 기록(들)을 정확히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 자녀
학교에서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통보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기록 중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 밖에 FERPA의
신상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보십시오. 연방 및 주법에
의해, 귀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로서 특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기록 변경에 관한 요청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변경해야 할 부분과
그 이유를 명시. 교육청에서 부모님의
요청대로 기록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 내용과 더불어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문서상의 공개
동의서를 제공받을 권리. 이 때 FERPA에서
동의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로 분류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학교 직원들*이 학생 교육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기록을
검토해야 할 경우.

✓자녀가 등록을 검토하거나 등록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의 등록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 학군의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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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를 알아 보십시오

✓특정 요건 및 제한에 따라 다음 예외 상황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1) 특정 정부 기관
(미연방 교육부 및 뉴욕주 교육부 포함)
의 대표가 교육 프로그램의 연방법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평가, 규정준수 또는
이행 활동을 실행하도록 허가하기 위해 공개,
(2) 자녀가 지원했거나 받고 있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공개, (3) 교육청을 위해 또는 대신해
연구하는 기관에 공개, (4) 자격인증기관의
자격인증 기능 시행을 위해 공개, (5) 연방
소득세 관련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부모의
피부양자일때 부모에게 공개, (6) 법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 준수를 위해
공개, (7) 보건 또는 비상상황 시 적절한
담당자에게 공개, (8) 부모님이 먼저 공개를
거부할 기회를 가진 후, 그리고 제한된 상황
및/또는 제한된 당사자에게 한정된 교육청이
“디렉토리 정보”로 지정한 정보 공개,
(9) 위탁양육의 목적으로 자녀의 케이스를
열람하도록 승인된 아동 복지 기관 대표에게
공개, (10) 무료 또는 할인 런치와 관련된
목적으로 승인된 미국 식품 및 영양 서비스
대표에게 공개.

*학교 직원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육청 직원들(행정담당, 감독관, 교사, 기타 강사
또는 지원 스태프) 및

교육청에서 소속 직원들을 통해 제공했을 서비스 또는
행사들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a) 계약직원
(b) 에이전트 (c) 컨설턴트 (d) 교육청 관련 서비스 및
행사를 제공하는 기타 정부 기관의 직원들, (e) 본인의
임수를 수행하기 위해 기타 학교 직원들을 돕는
학부모, 학생, 기타 자원 봉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활용, 관리하고 교육청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직접적인
감독은 서면 동의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가 FERPA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연방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FERPA 이의 제기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개 금지.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보관 또는 전달할 때
이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안전 장치 마련.
이런 보호 장치들은 반드시 업계 표준을 충족하고 우수
사례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런 보호 장치들의 예에는
암호화, 파이어월 및 비밀번호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는 자녀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불만을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NYSED) 불만 접수 이메일:
CPO@mail.nysed.gov 또는 서면 접수 주소:

Chief Privacy Officer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뉴욕시 교육청 불만 접수 이메일:
data-security@schools.nyc.gov 또는
서면 접수 주소: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Division of Instruction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335 Adams Street
Brooklyn, NY 11201

NYSED가 수집하는 모든 종류의 학생 데이터
목록: www.p12.nysed.gov/irs/sirs/
documentation/NYSEDstudentData.xlsx.
목록의 사본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로 서면
요청하십시오:

Office of Information & Reporting Services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Room 863 EBA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Y 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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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시에는 200개 이상의 공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되는 도서관 카드로 각종 도서와 DVD, CD, 및 기타 자료를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는 또한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읽기에서부터 영화 상영, 시 낭송, 성인 컴퓨터 교실 등의
행사를 주관합니다.

안내:

도서관 카드를 발급 받으시려면, 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가까운 공립 도서관에 허용되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성인의
경우 최근 뉴욕주 운전 면허증, 임시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청소년(13–17세)의 경우
취업허가서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아동(12세 이하)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본 신청서에 서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카드로 대출된 모든 물품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보로의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카드
발급을 위해 허용 가능한 신분증 목록과 인근 도서관의 위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브롱스,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는 nypl.org 검색,
브루클린은 brooklynpubliclibrary.org 검색, 퀸즈는 queenslibrary.org를 검색하십시오.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도
도서관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한 개만 체크:

아동(12세 이하)

2. 학생/도서관 카드 보유자 정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청소년(13–17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월/일/년)

성인(18세 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
미들네임/이니셜

남

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로 또는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번짓수

집전화

주

Apt. 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사용자 정보 이용은 세 개의 도서관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내용 제공 nypl.org, queenslibrary.org,
및 brooklynpubliclibrary.org).

3. 학부모/보호자 (12세 미만 학생은 반드시 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A 또는 B 체크:

전화

A. 제 자녀는 아동용과 성인용 자료를 모두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자녀의 카드로 대출된 물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B. 제 자녀는 아동용 자료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이 부분은 직원용입니다

Photo ID #

미들네임/이니셜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Address Verification Proof Log

n NEW n LOST/REPL n TRANSFER n PTYPE

Exp. Date

Complete: (Staff Initials)

IV

본 안내서 사본 내려받기: schools.nyc.gov/achievenyc.

자세한 정보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과 아이디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 검색: schools.nyc.gov.

또한 각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Bill de Blasio
Mayor
Richard A. Carranza

Bill de Blasio
Mayor
Richard A. Carranza

뉴욕시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이민 신분, 연령, 장애여부, 혼인 상태,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표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성희롱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