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현재 8 학년 및 처음으로 9 학년이 된 모든 학생의 가족은 MySchools 에 로그인
하셔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할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은 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YSCHOOLS 에 로그인


환영 통지문 받기. 환영 통지문이 현재 8 학년 공립 교육청 및 차터스쿨 학생의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모든 8 학년 학생(및 관심을 갖고 있는 처음으로 9 학년이 된
학생)은 또한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환영 통지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문에는 교육청의 온라인 학교 안내서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MySchools.nyc 사용
방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ySchools 이 귀하께 새로운 것이라면, 자녀분의 환영 통지문은 귀하께서 MySchools
계정을 만들고 자녀분을 고유 계정 생성 코드를 활용하여 추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난 학년도에 사용하시던 MySchools 계정을 이미 갖고 계십니까? 지금
로그인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MySchools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자녀분의 이름을 보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분의 환영
통지문을 갖고 거기 적힌 안내를 따라주십시오.

일단 계정에 로그인하시면:


11 월 15 일까지 SHSAT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여덟 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 등록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o

이들 학교 일부/전체에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학교 선호도를
포함한 등록을 11 월 16 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SHSAT 등록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마감일까지 등록한 모든 학생은 SHSAT 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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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하의 MySchools 계정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재학중인 학교 카운슬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o

모의 시험, 시험 날짜 및 장소는 schools.nyc.gov/SH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월 초까지 등록한 학생들은 개별화된 시험 티켓을 받아 12 월
실시될 시험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MySchools 에서 고등학교 옵션을 탐구해 보십시오. 귀하의 계정에 로그인 해서,
프로그램 명 옆의 별표를 클릭하여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십시오.

유의 사항: 고등학교 지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LaGuardia High School 오디션 등록 기간
동안 또한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지면, 이메일로 최신
정보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입학 전형 기간 동안 주요 연락처가
될 것이며 환영 통지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녀분이 사림 또는 교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홈스쿨을 하고 있다면 또한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 및 MySchools 접근 및 사용 방법 안내 비디오를 포함한 저희
입학전형 비디오를 시청해 보십시오: schools.nyc.gov/High 및 schools.nyc.gov/SHS.

여러분과 자녀가 만족할만한 입학 시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팀, 학생 등록 담당실
뉴욕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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