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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전형: MySchools 에서 오디션 온라인 지원! 

 

 

가족 여러분께, 

 

지원서에 오디션이나 선별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추가 요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지원서 목록에 추가하기만 하면 지원이 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추가 요건이 있으며 “MySchools”의 프로그램 페이지의 “선발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디션(예술)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오디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올해 이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오디션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안으로 

대면 오디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o 두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온라인 오디션과 대면 오디션 중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o Fiorello H. LaGuardia High School of Music & Art and Performing Arts 를 

포함해 같은 예술 분야의 모든 프로그램은 동일한 오디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하나의 작품을 제출하여 3 개의 다른 학교 무용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선별 프로그램은 인터뷰나 에세이 등을 요구합니다. 올해 학생들이 어떻게 선별 

프로그램에 배정을 받는지 살펴보십시오: schools.nyc.gov/ScreenedHS. 

 

추가 자료 온라인 제출 

오늘부터 MySchools 에 로그인하여 오디션 파일과 일부 선별 프로그램 요건(해당되는 경우)을 

계정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MySchools 대시보드에서 파란색 “추가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를 읽어보고 파일을 업로드하십시오. 이 튜토리얼이 관련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파일 업로드 마감은 2022 년 3 월 1 일입니다. 

 

또한 지원/등록을 잊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지원서 선택: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별 또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포함해 12 개의 

프로그램을 나열하십시오. 고등학교 지원 마감은 2022 년 3 월 1 일입니다. 

 LaGuardia 프로그램만 해당: 오디션에 등록하고 LaGuardia 프로그램 선택을 

표시하십시오. LaGuardia High School 을 포함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별도의 

입학전형 절차를 사용하며, 따라서 고등학교 지원서에 이 학교들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등록 마감은 2022 년 3 월 1 일입니다. 

  

http://schools.nyc.gov/HSAuditions
https://schools.nyc.gov/ScreenedHS
https://vimeo.com/500080605
https://vimeo.com/506286242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최신 입학 관련 정보는 schools.nyc.gov/High 및 schools.nyc.gov/SHS 을 참고하십시오. 

MySchools 계정이나 입학전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시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팀, 학생 등록 담당실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 받으셨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입학전형 소식 이메일을 직접 

받으시려면 schools.nyc.gov/SignUp 에서 이메일 수신 신청을 하십시오.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High
https://schools.nyc.gov/SHS
https://myschools.nyc/ko
https://schools.nyc.gov/WelcomeCenters
https://schools.nyc.gov/SignUp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NEUyTElKVVRSNlBOUTNIWUFMQzcyREI4Ry4u&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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