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전형 준비하십시오!
가족 여러분들께,
올 겨울 중학교에 지원하십니까? 아직 지원 기간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원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들
•

•
•

중학교 옵션 탐구.
o 다음 웹사이트 MySchools.nyc 중학교 안내서를 이용하여 관심있는 학교들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알아 보십시오. 제공되는 과목, 장소, 운동,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정보에 따라 학교들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도움 말:
 대부분의 중학교 프로그램들은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관한
특정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말, 귀하의 환영 통지문을 받으시면
MySchools 에 로그인하여 개별화된 검색을 통해 여러분께서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녀분이 지원할 수
있는지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전형 관련 거주하시는 학교 학군 및 존 학교가 있는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schoolsearch.schools.nyc. 자녀분은 본인의 존
중학교(들)에 입학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o 관심있으며 자녀분의 필요를 충족하는 학교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o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들 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각
MySchools 안내 페이지는 학교의 자체 웹사이트 링크 및 연락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학교들에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o 온라인 또는 대면 오픈 하우스 참석. 많은 학교들의 안내서 페이지들은 또한 예비
입학생들의 가정을 위한 오픈 하우스 또는 온라인 투어 정보를 바로 클릭하여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학교에
진학하면 어떨지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실 때. 학교
직원에게 문의하실 질문 목록을 가져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재학중인 학교 카운슬러와 친해 지십시오. 올 해 중학교 입학전형을 가장 잘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중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십시오. 2022 뉴욕시 공립학교 입학전형
안내서의 사본을 재학중인 학교에서 구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Middle. 저희 웹사이트는 또한
가장 최신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입학전형 안내 비디오 목록을 찾아
보십시오.

다음 단계
이번 가을 늦게, 5 학년 공립 학교 가정에서는 우편을 통해 개별화된 환영 통지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통지문은 MySchools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의 자녀에 다른 자녀를 추가하기 위한 고유
코드가 포함될 것입니다. 통지문이 제공될 수 있을 때, 모든 지원자(현재 사립 및 교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 포함)들은 재학중인 학교 또 패밀리 웰컴 센터에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지문이 발송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중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 중학교 입학전형 소식 이메일을 직접 받으시려면 다음
웹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schools.nyc.gov/SignUp.
중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메시지 수령을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