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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AT 티켓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티켓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여기 안내해 

드립니다: 

 

1. 티켓을 받으십시오. 

• 귀하의 티켓을 MySchools.nyc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찾으시거나 학교 카운슬러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여 받으십시오. 시험 티켓에는 자녀의 시험 날짜, 도착 시간, 시험 장소 

및 시험 조정(해당되는 경우)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시험 조정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부정확하면 즉시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더욱 상세한 시험 조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본인의 티켓을 출력할 수 있으면 티켓을 시험 장소로 가져가십시오. 본인의 티켓을 출력할 

수 없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티켓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티켓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휴대전화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장 도착 시간을 알아 두십시오. 

• 현재 교육청 공립학교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8 학년 학생 도착시간: 학교에서 별도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등교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십시오. 

• 주말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도착시간: 오전 8 시 

 

이 도착 시간은 시험 시작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당일, 모든 학생은 반드시 

시험 응시 교실로 인도되고, 상세한 지침을 듣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도착 후 한 시간 또는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3. 시험 준비 시 다음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 시험 장소까지 가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시험 전 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시험 당일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 시험 장소에 간식과 물을 가져 가십시오. 시험 시간 동안 학생들은 마시거나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고 마스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저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718-935-

200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감사드리며 행운을 빕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 고등학교 입학전형팀 

http://myschools.nyc/ko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family-welcome-centers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family-welcome-centers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specialized-high-schools/#Accommodations
http://schools.nyc.gov/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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