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데이트 - SHSAT 등록 및 시험
학부모님께,
학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현재 8 학년 재학생 및 처음으로 9 학년이된
학생들은 2021-2022 학년도 동안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시험 및/또는 오디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0 월 중순에 자녀분의 MySchools 계정 이용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
환영 통지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SHSAT 업데이트
오늘 저희는 어떤/모든 여덟 곳의 시험 응시가 필요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업데이트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들 학교에 지원하시려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등록을 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배정은 각 학생의 SHSAT 점수, 학생의
선호 순서 및 제공 가능한 정원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준비. 상세한 시험 정보, 모의 시험, 시험 조정 사항에 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에 제공될



것입니다.
등록. 등록은 2021 년 10 월 중순 시작될 것입니다. 상세 등록 날짜를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모든 등록 학생은 2021 년 12 월에 SHSAT 를 치르게 됩니다. 상세 시험 날짜 및 기타
정보가 제공 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업데이트 내용이 곧 제공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지원서 제출 일정, 뉴욕시 대부분의 700 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옵션.


별도 전형 절차 사용, 뉴욕시의 오디션을 실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Fiorello H. LaGuardia



High School of Music & Art and Performing Arts 프로그램 등록 일정 및 방법.
LaGuardia 를 포함한 뉴욕시 전역의 예술 프로그램 오디션 방법.

이제 해야 할 일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schools.nyc.gov/High 및 schools.nyc.gov/SHS 를 방문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참여 방법을 소개한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 주십시오. 더욱 심도 깊은 정보를 원하시면
지난 해 디지털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내서를 읽어 보십시오. 일부 출처 및
정보는 2022 년 입학전형의 변경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 옵션들을 MySchools.nyc high school directory 에서 탐구해 보십시오.
온라인 안내서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 또는 계정 만들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녀분의 학교 카운슬러와 대화하시거나 HSEnrollment@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 이메일을 친구분이 보내서 받아 보셨다면, 향후 입학전형 업데이트 정보를 받기 위해
등록하십시오.


올 해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으십니까? 향후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중단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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