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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hools.nyc
알아 보십시오.
선택 하십시오.
지원 하십시오.
MySchools( MySchools.nyc)를 방문하여 한 곳에서 중학교 옵션을 알아보시고,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지원하십시오.
중학교 지원 기간 중 MySchool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0

0
0

0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 열어 작성하기—학교 카운슬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 자녀가 다닐 자격이 있는
특정 중학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등의 맞춤화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고 선호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십시오.

자녀의 중학교 입학원서에는 최대 12개 프로그램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지망하는 프로그램을
#1로 하여 선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입니다. 반드시 “지원서 제출(Submit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MySchools 이용 관련 도움이 필요하거나 중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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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문의 718-935-2009

패밀리 웰컴 센터 방문—위치는 본 안내서의 뒷표지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표지 설명

학생: Alari Billig | 지도 교사: Carl Landegger | 학교장: Manuel Ureña

매년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Cooper Hewitt 및 Smithsonian Design Museum과 공동으로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지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 표지는 High School of Art and Design 재학생 Alari Billig 작품입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얼굴(The Many Faces of Us)이란 제목의 Billig의 디자인은 뉴욕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전 응모 등의 상세 정보는 학교 미술교사에게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schools.nyc.gov/CoverDesign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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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 내용은 발간 당시 시점으로는 정확하나,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프로그램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MySchools ( MySchools.nyc) 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 하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은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체류 신분, 시민권 유무, 장애,
체중, 성별(성) 또는 성적 취향과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앞서 명시된 내용에 따른 보복이나 괴롭힘
(성희롱 포함)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준수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Director, 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Room 1102, Brooklyn, New York 11201.
전화 718-935-3320 / 무료 전화: 877-33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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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전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학교 시절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새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스스로에 관해 더욱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올 가을 귀 가정의 자녀는 중학교에 지원할 것입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각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맞춤식 지원서입니다. 최대 12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입학 안내서와 MySchools (C MySchools.nyc)를 사용하여 중학교 입학에 관해 알아 보고, 자녀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 보십시오.

전형 과정에 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중학교 전형 웹사이트 | schools.nyc.gov/Middle

최신 소식, 관련자료 및 중학교 박람회, 오픈 하우스 및 기타 행사 날짜 등을 알아 보십시오.

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 | schools.nyc.gov/Connect

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하시면 전형에 관한 도움말 및 주요 일정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옵션 알아보고 지원하기
C

MySchools.nyc

MySchools는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서이자 지원서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탐색,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을 선택, 지원서 제출—모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입니다.

입학원서 작성 도움 받기
학교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입학전형 과정 전반에 걸쳐 안내하고, 중학교 지원서 작성을 돕고 MySchools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 | schools.nyc.gov/WelcomeCenters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위치는 뒷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 718-935-2009

중학교 전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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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

뉴욕시 공립학교는 뉴욕시의 모든 가족과 학생들 것입니다. NYC 교육청(DOE)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공평과 우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의 학교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헌신적인 학생들과 교직원, 커뮤니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시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공평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YC의 모든 공립 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환영하고 지원합니다…
JJ

JJ

JJ

JJ

JJ

JJ

다중 언어 사용 학생/ELL
장애 학생

장애인 편의 시설이 필요한 학생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
이민 가정 및 학생들

LGBTQ 학생 및 가족

저희는 뉴욕시 전 학군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교들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schools.nyc.gov/DiversityAdmissions.

저희는 우수하고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학교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강점 및 개선 영역 등을 파악합니다. 어떤
학교의 교육 성과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에서 검색창에 학교명을
입력하신 후 데이터 및 리포트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교의 교육수준 스냅샷, 학교 교육수준 가이드 및 기타 여러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JJ

JJ

자녀의 현재, 또는 미래의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학교장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중학교 입학 안내서 또는 MySchools (C MySchools.nyc)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OSEComms@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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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NYC의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고 환영합니다
다중언어/ELL | schools.nyc.gov/ELL
모든 뉴욕시 공립 학교에서는 다중언어 구사 학생/ 영어 학습 학생들(MLL/ELL)이 영어 능력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입이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 전환적 이중언어 교육(TBE), 이원 언어(DL) 서비스 제공 모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이원언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검색창에 Dual Language 를 입력하십시오.

장애 학생 |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모든 중학교는 장애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추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교육 및 장애학생 두 그룹 모두에게
입학허가를 내 줍니다. 상세 정보는 섹션 4.2를 참고하십시오. 시험 시 조정사항은 학생의 IEP나 504 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됩니다—섹션 4.4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IEP에 제 75학군 프로그램이 추천된 학생은 섹션 1.3
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학생 |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
뉴욕시 교육청(DOE)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모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중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부분 또는 전체 접근 가능하며, 타당한
편의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각
학교로 직접 문의 하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전체 접근가능 또는

부분 접근가능 으로 검색하십시오.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 schools.nyc.gov/STH
임시 거주지 기거 학생으로서 현재 DOE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NYC 외부의 임시 거주지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를 밟거나 배정을 받기 위한 서류(주소, 생년월일 증명서,
예방 접종 기록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 가족 | schools.nyc.gov/SupportingImmigrantFamilies
뉴욕시의 모든 자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체류 신분을
밝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체류 신분에 의거하여 학교 입학이나 등록, 재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가족의 신분에 관해 묻지 않고, 이민 신분에 대해 알아도 기밀을 지켜야 합니다. 공립학교는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모든 학생, 가족 및 교육자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 줄 것입니다.

LGBTQ 학생 및 가족 | schools.nyc.gov/LGBT
모든 학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여전히 성정체성을 고민 중인 학생, 가족 및 직원들을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출생 시 정해진 성별에 관계없이 성 정체성에 따라 단일 성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성별 학교에 관심을 가진 성전환 자녀가 있다면, 학교 카운셀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MySchools 도움말: LGBTQ 학생을 지지하는 클럽이 있는 중학교를 찾아보려면 GSA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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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9월

지원 체크리스트

본 안내서를 활용하여 중학교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귀 자녀가 지원 가능한 학교 및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격요건이 성립된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섹션 2.2 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만나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가을부터 시작될 자신만의 입학전형 일정을 계획해 보십시오.

10월이 되면,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는 각 가정에서 C MySchools.nyc의 지원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계정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0월-11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알아보십시오—귀 자녀에게 지원자격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옵션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명 옆의 별표를 클릭하여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십시오.

§§지원서에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시작하십시오. 최대 12개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섹션 4.0에서 지원서
작성법을 알아보십시오.

자녀와 중학교 박람회에 가십시오! 박람회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장소, 시간은 schools.nyc.gov/Middle 에서
보십시오.

오픈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날짜는 교육청 오픈하우스 캘린더(schools.nyc.gov/Middle)를 참고하십시오. 최신
오픈 하우스 정보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와 협의하여 지원서에 올릴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각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
전형 방식 및 기타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들이 신입생 선발에 어떤 요인을 활용하는지 알아 두십시오.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등교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19년 12월 2일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하십시오:

12월

§§온라인: C MySchools.nyc—“지원서 제출(Submit Application)”을 클릭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

§§패밀리 웰컴 센터에 제출—위치는 본 안내서 뒷표지 안쪽에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자녀가 다니기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첫 번째로 선택하는
학교를 #1, 두 번째로 선택하는 학교를 #2, 이렇게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각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지원서 상에 자기
학교가 1위인지 12위인지 알지 못합니다.

4월-5월

1월-2월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지원 안내: 모든 NYC 거주자는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 신청은 온라인 MySchools에서 할 수 있습니다—Mark Twain 탭을 클릭하십시오—또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선별 프로그램: 지원서에 기재한 특정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평가나 포트폴리오를 요구할 경우 완료하십시오.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지원 안내: 재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1월 초에 시험 날짜가
통보됩니다.
모든 지원자는 2020년 4월에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귀 자녀가 배정 받은 중학교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후 취해야 할 단계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배정 결과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2020년 5월까지 답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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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학 안내서와
MYSCHOOLS 사용 방법

1

중학교 입학에 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2

자녀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십시오

반대편 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올 가을 입학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본 안내서 섹션 1.0에서 중학교
입학 절차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섹션 2.2-2.5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지원 자격에 관해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그 다음엔 섹션 8.0에서 귀 자녀가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으십시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C MySchools.nyc) 에 로그인
하여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소개된 맞춤형 검색을 경험해 보십시오.
도움말 | 여러분의 학군 (제 1-32학군)을 찾으려면 schools.nyc.gov/Find-a-School로 가십시오.

3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어떤 곳이 있는지 탐구 하십시오.

섹션 8.0에서 학교 목록 및 지도를 탐색해 보고, 학군, 보로 전체 및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옵션들에 관해
알아보십시오1.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온라인 MySchools에서 각 학교 및 프로그램 페이지를 찾아 더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본 안내서 섹션 2.0-4.0 및 MySchools에서 학교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오픈하우스는
섹션 5.0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도움말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4

학생들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섹션 4.0에서 학생들이 중학교에 배정되는 방식과,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귀 자녀가 배정될 확률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엔 섹션 8.0 및 MySchools에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도움말 | 학생 배정 방식에 관한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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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섹션 6.0을 보십시오.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는 온라인 MySchools로 제출하거나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 또는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시거나 패밀리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하십시오: 718-935-2009.

1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학군이 1개(제 31학군) 뿐이기 때문에, 섹션 8.0 스태튼 아일랜드 중학교 입학전형 안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유일
학군과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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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학교 입학 과정 이해

뉴욕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DOE 공립 중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은 5학년이나 6학년 때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섹션 1.2를 참고 하십시오. 중학교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섹션 1.3-1.4에 있습니다.

1.1 누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에 지원하려면 귀 자녀는 반드시 뉴욕시 거주자로서 현재 5학년이거나, 6학년이 최종 학년인 초등학교에 6
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1
우리 학교들이 모든 NYC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 보시려면 1-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학년도 중에 뉴욕시에 전입해 와서 당장 중학교를 찾아야 하거나,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놓쳤으나 2020년 가을에
진학해야 한다면 웹사이트 schools.nyc.gov/NewStudents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1.2 중학교 입학

10월이 되면, 자녀의 개별화된 중학교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로
제출하거나, 학교 카운셀러, 또는 패밀리 웰컴센터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옵션 중에 최대 12개 프로그램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중학교 배정
결과가 담긴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정원이 남은 가장 가까운
중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섹션 2.0-5.0를 참고 하십시오.

1.3 현 75학군 학생들의 입학

뉴욕시 제 75학군(D7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증 정신지체, 정서장애, 감각장애 및/또는 다중장애 등의 중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고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환경 및
장소에서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1-32 학군 학교 내 특수학급, 전교생이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을 갖고 있는 학교, 기관,
병원, 그리고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제 75학군 프로그램을 추천 받았으나 75학군 외 중학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학생 가족은, IEP 팀과 협의하여
75학군 중학교 추천이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IEP팀이 추천된 75학군 프로그램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믿는다면, 75학군 배정 담당실에서는 5월이나 6월 중에 학생에게 배정된 75학군 중학교를 알려줄 것입니다.
도움말
75 학군 프로그램 상세 정보: schools.nyc.gov/D75

1 제 3학군에서 현재 4학년인 학생들은 Center School (03M243)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퀸즈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거주 중인 현 4학년 학생들은
Louis Armstrong Middle School (30Q227)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6학년 학생들은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30Q580)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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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터 스쿨

차터스쿨은 모든 뉴욕시 학생에게 개방되어 있는 무료 공립학교이지만 교육청(DOE)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대신, 차터스쿨들은 뉴욕주 승인 당국과의 수행 계약, 즉, 차터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차터 스쿨은 특정 학업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별도의 중학교 전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에 있는 중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입학 및 등록 절차를 알아 보십시오. 일부 차터 중학교에서는
파트너 차터 초등학교(들)에 다녔던 학생들만 입학시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교육청 공립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은 공립 차터 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학군 별 차터 중학교
목록은 본 안내서 뒷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 밖의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Charters를 참고하거나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2.0 선택할 수 있는 중학교에 관해 알아보기

MySchools 계정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가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보고,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안내서 섹션 8.0의 지원 자격 정보 및 섹션 2.2-2.5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 귀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자녀가 지원할 시기가 되면, 중학교 지원서에 최대 12개 프로그램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 자녀가
가장 관심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들은 진정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즉,
최우선 지망을 #1, 두 번째 지망을 #2, 이렇게 순서대로 써내려 가십시오. 프로그램 선택에 관한 도움말은 섹션 3.0-4.4
에서 알아 보십시오.

2.1 학교와 프로그램

중학교 지원이란, 사실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십시오. 한 학교에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귀 자녀는 같은 학교의 여러 개 프로그램에 동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에 존 프로그램과 이원언어 프로그램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 학교가 귀 자녀의 존스쿨
(관련 내용 섹션 2.2 참고)이고, 동시에 이원언어 프로그램에도 지원 자격이 있다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두 개의 별도 프로그램에 지원한 셈이 됩니다.

2.2 지원 자격

중학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자녀가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자격
설명에 해당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퀸즈 학생 및 거주자”라면, 퀸즈에 살거나 이곳에서 공립 초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로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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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학 안내서에서

섹션 8.0는 여러분 보로의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나와 있으며, 모든 뉴욕시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타
보로 중학교 프로그램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다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학교 목록에서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퀸즈 학생 및 거주자만 본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선별:
언어
전형
방식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Program
| A123S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Zoned Program
Program
| A123S | A123Z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입학 우선권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입학
우선권퀸즈 학생 및 거주자
2 다음은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해당학생
존에및거주하는
퀸즈
거주자
학생들에게 우선권
해당 존에
거주하는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존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Zoned
Program
| A123Z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선별: 언어
�존

이 중학교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Zoned Program
제공되는
프로그램 || A123Z
프로그램 코드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Zoned
Program
| A123Z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

�존 방식
전형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지원자격
학생들에게 우선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입학 우선권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해당 존에
거주하는
93+7 93%의�존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생들에게 우선권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City
Lane
School (I.S. 123) |전형99A123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C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2 다음은
MySchools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의
지원자격에
맞는
학교들만
나온
목록을
보실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지원할
(I.S.90+123)
Spanish
Dual
Language
1
제
27 학군
학생수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선별:
학생들이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언어 복도나 화장실,
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온라인

MySchools.nyc

수 있는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보고, 이들에 관해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맘에 드는 프로그램은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저장하고 나중에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퀸즈 학생 및 거주자”일 경우, 퀸즈에 살거나 이곳에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MySchools 중학교 지원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로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거주하는 학생들에겐 이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거나, 옵션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관한 상세 내용은 MySchools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 보로 입학 안내서의 섹션 8.0는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유형 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군 프로그램1

보로 프로그램

JJ

JJ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JJ

2.3 학군 프로그램 | 지원자격: 해당 학군 학생 및 거주자

귀 자녀는 귀 가정의 존 미들스쿨이 있는 학군, 또는 자녀가 현재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군 내 프로그램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존과 중학교 존 학군이 다른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학교 존을 기준으로
자녀의 지원자격이 결정됩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1 스태튼 아일랜드에는 학군이
1개(제 31학군)
뿐이기 때문에,에서
섹션
8.0 스태튼 아일랜드 중학교 입학전형 안내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유일 학군과
( 접근
MySchools.nyc)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부분 접근MySchools
가능 | a = 전체
가능
b = 섹션으로
기호
뉴욕시
전체설명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습니다.
2
MySchools (

MySchools.nyc) 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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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군 프로그램은 해당 학군 거주자 또는 여기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존에 거주하는 학생”일 경우, 지리적으로 해당 학교 주변의 특정 지역(이보다 큰 규모 의 중학교 존이 아닌)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움말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총 32 학군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학군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존스쿨이 있는지
알아 보시려면 자택 주소를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입력하여 알아보시거나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4 보로 프로그램 | 지원자격: 해당 보로 학생 및 거주자

이 프로그램들은 해당 학교가 있는 보로에 거주하거나 해당 보로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퀸즈에 거주한다면, 퀸즈에 있는 보로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2.5 뉴욕시 프로그램 |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이 프로그램들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어떤 학교에 각기 지원자격이 다른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 학교는 본 안내서의 모든 관련 섹션에 소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은 본 안내서에서 지원자격이 맞는 섹션에 한 번만 소개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학교에 학군
프로그램과 보로 프로그램이 둘 다 있는 경우, 이 학교는 학군 프로그램 및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두 차례 소개되지만, 이
학교의 학군 프로그램은 학군 프로그램 섹션에만 나오고, 이 학교의 보로 프로그램은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만 등장할
것입니다.

2.6 Mark Twain 재능 시험

Mark Twai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S 239)은 지원자가 재능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뉴욕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2개 분야 재능 시험을 치르도록 등록 하십시오. 지원 기간동안,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시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JJ

JJ

JJ

온라인 MySchools—Mark Twain 탭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 신청

재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1월 초에 시험 날짜가 통보됩니다.

3.0 학교 및 프로그램들 알아보기

자녀의 중학교 옵션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그것은 위치가 될
수도, 제공되는 언어, 스포츠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내서에서 학교들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자녀에게 맞춤화된 옵션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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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chools 도움말: MySchools
는 10개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의
드랍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도움말

한국어

로그인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nglish
Kreyòl Ayisyen

العربية
বাংলা
Français
Español
中文

한국어
Русский

اردو

3.1 학교 찾기
본 입학 안내서에서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섹션 8.0에서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살펴 보십시오.

JJ

학군, 보로, 시 전체 지도를 펼쳐 놓고 모든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보십시오.

JJ

각 섹션 내에서, 중학교 목록을 DBN(학군-보로 번호) 순으로 찾아 보십시오.

JJ

본 안내서의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에 관해서는 섹션 3.2-4.4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JJ

온라인: C MySchools.nyc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MySchools 중학교 안내서에서 온라인으로 학교들을 찾아 보십시오. 학교 카운셀러는 5학년
학생-또는 최종 학년이 6학년인 학교의 6학년-의 학부모/보호자들이 MySchools 계정을 만들고 자녀에게 개별화된
검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단 가족이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하면, 맘에 드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유용한 도움말을 얻고, 자녀의 지원서에 프로그램들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 관심사 등으로 검색
유형

지하철

규모

스포츠

검색 "검색 기준.."(Search by..) 창에
학과목, 관심 분야, 클럽 및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원하는 요소가 있는 학교를 찾습니다.

그 밖의 필터
필터 필터를 사용하여 자격 요건, 장애인
편의 시설, 규모, 원하는 지하철 노선 특정
조건으로 학교 검색을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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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학교를 찾는 방법...

특정 지하설 노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지하철

어떤 지하설 노선으로 통학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까? 검색어 지하철(Subway) 로

E

필터링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지하설 노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을 수 있습니다.

B
D
F

재설정

대형, 중형, 소규모 학교

적용

규모

대형 또는 소규모 학교 중 어떤 곳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검색어 규모(Size)
필터를 사용하여 학생 정원에 따라 학교를 검색하십시오.

규모
0-499
500-999
1000+

재설정

특정 스포츠를 제공하는 학교

적용

스포츠

검색어 스포츠(Sports) 필터를 사용하여 농구 나 수영같은 특정 스포츠를 제공하는
학교를 찾아 보십시오.

PSAL 스포츠- 여학생
배드민턴
농구
볼링
크로스 컨트리

재설정

부분 접근가능 및 전체 접근가능 학교

장애인 접근 옵션을 보려면 추가 필터를 선택합니다.

적용

더 많은 필터

전체 접근가능 또는

부분

접근가능 건물에서 학교를 필터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급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각 학교에 관한
상세설명 부분(있는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접근
부분 접근

재설정

교복 착용 학교

적용

더 많은 필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를 보시려면 추가 필터 를 선택하십시오. 교복 착용 학교들만
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복
교복 착용

재설정

적용

이원언어 프로그램 학교

유형 이원언어 또는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스페인어 이원언어

특정 과목이나 활동이 있는 학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십시오—예를 들어 STEM, 댄스 및 유사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세요.
MySchools 도움말: 본 안내서 전반에 나오는 MySchools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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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교 정보 이해하기

자녀의 중학교 옵션에 관해서는 본 입학 안내서에 나오는 간략한 학교 소개부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각 학교들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MySchools (C MySchools.nyc) 온라인 안내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소개 및 MySchools 페이지에 나온 정보는 어떤 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자녀의 관심사와 요구에 얼마나 맞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학교 수업이나 활동들이 자녀가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학교프로그램
소개 페이지나
모든
정보는 전학년도 정보이며
제공되는
| 프로그램MySchools에서
코드
전형안내하는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2020-2021
유의하십시오.
최신
(I.S.있음에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정보는선별:
학교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존

Zoned Program | A123Z

학년도에는 변경될 수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본 안내서에
나온 학교 소개 샘플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Zoned Program | A123Z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Language
과목 통과 |
(I.S.
123) Spanish
Dual
Program | A123S

�존

전형 방식

학교가 전체 접근가능인지 부분 접근가능인지 알아보십시오.
학년: 6-8 | 자세한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내용은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를
방문하십시오.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Lane,자녀의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교의 학년 및 규모와1738
같은 City
요인들이
학생들에게
우선권 어떤 영향을
학교생활에
고려해 보십시오.
지원자격
입학 줄지
우선권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1 제 27 학군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교 위치를 이용해 자녀의
해당 존에 거주하는
매일 통학을 계획해 보십시오.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존

Zoned Program | A123Z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학생들에게 우선권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어떤 학생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지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알아 보십시오—관련선별:
내용언어
섹션 2.2-2.5. 퀸즈 학생 및 거주자
Program | A123S

입학 우선권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교 학군-보로 번호(DBN),카운셀러 참고용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학년: 6-8 | 학생 수: 237 | a
|
City
Lane
School
(I.S.
123)
99A123
1738 느낌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존

Zoned Program | A123Z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학교명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언어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이것은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로
내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될 것입니다.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에서는
학교가 아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 프로그램들에
관해서는 섹션 2.0-2.6 및 4.0-4.4에서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학교 수행도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관한 문의나 기타
질문은 학교로 직접 하십시오.

이 기호는 모든 학교 소개 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

MySchools.nyc) 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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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C MySchools.nyc 상의 학교 페이지 샘플

학교 위치를 이용해 자녀의 매일 통학을 계획해 보십시오.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히(완비) 갖춰져 있는지,
부분적(부분 이용 가능)으로 갖춰져 있는지 또는 이러한
시설이 없는지(시설 미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chools.nyc.gov/BuildingAccessibility에서 알아보십시오.

심볼을 클릭하면 지도를 확대

학교명

( ) 하거나 축소( )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MYSCHOOLS

영어

로그인

목록으로 돌아가기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citylaneschoolny.com
acounselor@citylaneschoolny.com
718-555-5555

	
지하철

R, M 타고 Queens Valley Ave

	
버스

Q11, Q15, Q17, Q19

교통 정보를 사용하여 학교까지 가는 경로를 찾으십시오.

6- 8학년
237
8:15am - 2:35pm

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관한 문의나 기타
질문은 학교로 직접 하십시오.

개요

City Lane School 은 학업적 우수성을 지향합니다. 본교는 학업 아너스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연기, 성악, 딕션 및 극작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City Lane School 학생들은 뉴욕시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며,
유수의 4년제 대학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의 학년, 규모, 일일 스케줄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 보십시오.
학교 설명은 각 학교가 직접 말하는
교육목표와 특별한 점입니다.
학교 수행도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이 섹션에는 이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한 고등학교 목록도 나와

학교 수행도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학업

언어 과목과 같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업
프로그램 및 지원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활동
기타 특징

클럽, 스포츠팀 및 앙상블 등의 학교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검색에서는 이
학교 프로그램 중에 귀 자녀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타날 것입니다. 프로그램명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세
정보는 섹션 2.0-2.6 및 4.0-4.4에서 보십시오.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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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행도

학교 수행도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schools.nyc.gov/Find-a-School에서 해당 학교를 찾으면, 이 학교의 교육수준
스냅샷, 교육수준 가이드 및 기타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본 안내서의 학교 소개 및 MySchools의 학교 페이지에는 자녀가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자녀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될 확률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그 방법은 섹션 4.0-4.4에서 알아보십시오.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로그인 후, 프로그램명 옆에 있는
별 표시를 클릭하면 관심있는
프로그램으로 저장됩니다.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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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정보가
뜹니다.

연습 문제

학교 탐구

자녀와 함께 본 안내서 및 MySchools를 찾아 보십시오. 그 중 옵션(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섹션 2.2-2.6 참고)에서, 다니고 싶은
중학교를 선택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각 상자에 그 중학교에 관한 정보를 적어 봅시다. 몇몇 질문은 MySchools를 활용해야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명:
이 학교 재학생 수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이 학교까지 어떻게 다닐 것인가?

이 학교 방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과목 중에 흥미로운 것 두 가지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 중 우리 아이가 해봤으면 하는 것 두 가지는?

이 학교에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중 내 아이는 어느 프로그램(들)에 지원할 것인가? 그 이유는?

도움말
이 연습문제를 관심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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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식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배정될 확률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서에 기재한 프로그램에 배정받을 확률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 때는 프로그램 배정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 네 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1. 여러분이 지원서 상에 선택한 프로그램들 (섹션 4.1 참고)

2. 각 프로그램의 정원 (섹션 4.2 참고)
3. 입학 우선권 (섹션 4.3 참고)
4. 전형 방식 (섹션 4.4 참고)

이들 중 통제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반면, 어떤 것은 프로그램 자체 특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에 관해
알아두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배정받을 확률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2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더욱 상세한 내용은 섹션 4.1-4.4에서 알아 보십시오.

프로그램 전형 방법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자는 무작위로
배정 받습니다. 또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이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프로그램 정원

각 프로그램에는 일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러분이
여
지원서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한 프로그램의
수,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을 나열한
지망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청서에 최대 12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추가하십시오. 그 다음,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우선순위

일부 프로그램은 다른 그룹에 앞서 특정 그룹의 지원자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특정 존이나 학군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그것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의 1순위 우선권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그러고도 정원이 남으면
2순위 우선권을 가진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고, 그 이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귀 자녀는 각 프로그램의 어느 우선권
집단에 속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각 프로그램 별로 우선권 그룹이
다를 것입니다.

1순위 우선 그룹

16

2순위 우선 그룹

무작위로 선발하는 프로그램
4

37

89

3

1순위 우선 그룹

27

92

98

2순위 우선 그룹

4

무작위 선발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은 무작위로 배정된 번호에 따라 배정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두 가지 무작위 선발 방식 중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섹션 4.4를 참고하십시오.
오픈 선발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원 4명에 지원자 7명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 전원이
이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우선... 1순위 우선 그룹의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에는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2순위 우선 그룹의 학생들이 번호 순서대로 배정 받습니다. 우선권 그룹 1의 학생들에게
배정이 주어진 후에는 남은 정원은 한 자리만 있기 때문에, 우선권 그룹 2에서 한 명의 학생만 해당
그룹에서 숫자 순서로 첫 번째 학생에게 배정이 이뤄집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2순위 우선 그룹에 남은 학생들은 무작위로 지정된 번호에
따라 이 프로그램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한 다음 순위 프로그램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배정!

37

배정!

89

배정!

3

배정!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

#1

#4

1순위 우선 그룹

#2

#3

#5

#6

2순위 우선 그룹

#7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은 성적, 시험 점수, 출석 및 정시 등교, 그리고/또는
품행 등, 일련의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선발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선별, 선별:언어, 또는 종합 점수—자세한 내용은 섹션 4.4를
참고하십시오.
선별 방식을 사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에는 7명이 지원하였으나 정원은 4명입니다. 제일 먼저, 7명의 지원자 모두 선발 기준 및
입학 채점표에 의해 평가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1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이 순위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배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엔... 2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이 순위대로 배정 받습니다. 1순위 우선 그룹 학생들을 배정하고
난 후 남은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2순위 우선 그룹에서 1위, 그리고 2위 학생이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2순위 우선 그룹에 남은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서에 기재한 다음 순위 프로그램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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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1
배정!

#4
배정!

#2
배정!

#3

4.1 지원서 상의 선택

귀 자녀가 어느 중학교로 배정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학교 입학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입니다.
MySchools 계정에 로그인 하면, 귀 자녀가 지원서에 기재 가능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녀가 다녔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대 12개까지 고르십시오. 이 프로그램들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 중 한곳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높일
것이며, 우선 순위로 선택한 프로그램들에서 배정받을 확률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군데 학교만 썼든, 아니면
11개 프로그램을 더 추가했든 간에 제 1 지망 학교에서 제안받을 확률은 같습니다.

2. 지원서에 이 프로그램들을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 하되, 자녀의 1지망을 #1로, 2지망을 #2로, 이렇게
순서대로 써 나가십시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귀 자녀는 1지망으로 선택한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지망 프로그램에서 배정받지 못하면, 그 다음 2지망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마치 자녀의 1지망인
것처럼 고려할 것입니다. 귀 자녀는 본 섹션에서 이미 설명한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상위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안받을 것입니다.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만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만 기재하면 선택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배정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도움말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귀하가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기재하십시오. 각 학교들은 이 순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학교가 여러분의 1지망인지 12번째 지망인지 모릅니다.

4.2 정원

각 중학교는 일정한 6학년 신입생 정원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원 및 경쟁률: 전년도 경쟁률

MySchools의 전년도 경쟁률 섹션에서는 전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몇 명이 배정되었는지(정원), 그리고 몇 명이
지원하였는지(경쟁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1인당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경쟁률)를 보면, 이 프로그램 수요가 어떤지,
얼마나 인기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경쟁률이 높을수록 수요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치는 전년도 자료입니다.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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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그램에서 전형 방식 탭을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년도 경쟁률 섹션을 보십시오.

프로그램 코드: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그룹

전년도 경쟁률

2. 그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본 프로그램

4

1. 제 2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은 작년도에 위의 모든 우선권 그룹 학생
들의 입학을 허가하였습니다.

중학교 배정 절차를 통해
이 프로그램 정원이 모두
찼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

프로그램 수요를 알 수 있음

전년도 입학 정원을 알 수 있음

일반 교육
55
225

전년도 지원자 수를 알 수 있음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충족

프로그램 수요를 알 수 있음

장애 학생
4
18
75

전년도 입학 정원을 알 수 있음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전년도 지원자 수를 알 수 있음

지원자

정원 미달

18

일반교육 및 장애 학생

각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및 장애학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내줍니다. 여러분의 중학교 지원서에는 여러분이 이 중 어디에
속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일반교육 학생
JJ

JJ

JJ

장애 학생

IEP가 없는 학생

자신의 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상을 특수교육 수업으로 받도록 추천된
학생.

JJ

관련 서비스만을 추천하는 IEP가 있는 학생

자신의 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하를 특수교육 수업으로
받도록 추천된 학생.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는 통합협력수업(ICT), 특수 학급(SC) 및 특수교육 교사지원서비스(SETSS)가 포함됩니다. 응용체육
(APE) 및 언어, 작업치료(OT), 물리치료(PT) 등의 관련서비스는 중학교 입학사정에서는 특수교육 수업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504항 계획이 있는 학생이라도 IEP에 학업 프로그램의 20% 이상을 특수교육 수업 프로그램으로 받도록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장애 학생 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중학교 전형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중학교는 장애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추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됩니다. 중학교의 학교 실행 팀(SIT)은 IEP를 검토하여
학생에게 추천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의 경우, 학생의 현재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IEP팀을 소집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4.3 입학 우선권

입학 우선권은 각 프로그램에서 전형시 지원자를 고려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여러 입학 우선권이 있다면,
학생들은 그룹으로 묶여 고려됩니다.
JJ

JJ

1순위 우선권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그러고도 정원이 남으면 2순위 우선권을 가진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고려되고, 그 이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입학 우선권은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은 때에만 사용됩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은 학교 소개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2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남을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됩니다.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지원자격

Zoned Program | A123Z

�존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전형 방식

�존

Zoned Program | A123Z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이 학생들은 1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지원자격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전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배정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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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온라인 C MySchools.nyc

어떤 프로그램의 입학 우선권은 MySchools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보십시오. 전형 방식 탭을 클릭한 후 입학
우선권 그룹 섹션을 보면 우선권 그룹이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City Lane School (I.S. 123)
6- 8학년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이 학생들은 1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2순위 입학 우선권 그룹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남을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됩니다.
전년도에 어떤 학생들이 배정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코드: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그룹

전년도 경쟁률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4

1. 제 2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본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위의 모든 우선권
그룹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였습니다.

일반 교육
55
225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충족

장애 학생
4
18
75

정원 1인당 지원자
정원

지원자

정원 미달

도움말

귀 자녀가 1순위 우선그룹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귀 자녀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배정
확률이 다른 학생들보다 높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각 프로그램 별로 입학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 입학 우선권

다음은 배정에 작용하는 몇 가지 입학 우선권입니다: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들에게 우선권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우선권

존 거주자 우선권
정원의 50%까지 무료 및
할인 급식(FRL) 대상자에게
우선권

의미

현재 다니는 학교가 8학년이나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학교인 경우, 중학교 지원서에 이 학교를
추가하면 이 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다닐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학생의
지원서에 그보다 높은 순위로 기재한 학교에서 먼저 이 학생의 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신학교를 입학원서에 1지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이 학교를 지망학교 중
하나로 추가하기는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공립학교를 다닌 학군, 보로, 또는 지리적 영역에 근거하여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학생의 거주 보로나 학군이 재학중인 공립학교와 다를 경우, 이 학생은 양쪽 모두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또는 여러 중학교가 있는 캠퍼스— 존(zone)에 거주하는 학생은 그 학교(들)의 존
프로그램에 다닐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존 프로그램들을 중학교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을 받기 위해 존 학교 프로그램을 지망 1순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존스쿨(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MySchools를 이용하거나 자택
주소를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입력하여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입학 다양성 추구 우선권의 한 예입니다. 이 샘플 우선권 그룹에서는, 가정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프로그램 정원의 최대 50% 내에서 배정받을 우선권이 있습니다.

20

다양성 추구 입학전형

일부 프로그램들은 가정 소득, ELL 상태, 또는 기타 기준에 의해 입학 우선권을 줍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뉴욕시 전역의 중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성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schools.nyc.gov/DiversityAdmissions를 참고하십시오. 전형 기간 내내, MySchools를
수시로 확인하여 가장 최신 입학 우선권을 알아 보십시오.

4.4 전형 방식

전형 방법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배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서에 프로그램을 기재하기만 해도 됩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전형 방식

선별: 언어

지원자격

Zoned Program | A123Z

�존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온라인 C MySchools.nyc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School
| 프로그램(I.S.
코드
City Lane

123)

전형 방식

�존

Zoned Program
| A123Z
6- 8학년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이 두 프로그램은 두 가지 다른
전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입학 School
우선권
City Lane
(I.S. 123)

해당 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

6- 8학년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Zoned Program

프로그램 코드: A123S

프로그램 코드: A123Z

City Lane School (I.S. 123) | 99A123
제공되는 프로그램전형|방식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언어
(I.S. 123)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A123S

90+10 90%의 학생들이 핵심 과목 통과

선별: 언어

|

지원자격

퀸즈 학생 및 거주자

학년: 6-8 | 학생 수: 237 | a
1738 City Lane, Queens, NY 99999 | 718-555-5555

형 방식
입학전우선권

존(Zoned)
1 제 27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퀸즈 학생 및 거주자

93+7 93%의 학생들이 복도나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전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무작위 선발, 그리고 지원자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발하는 프로그램

중학교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지원자는 복권에서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선택된 번호를 받습니다. 오픈 입학 전형이
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받은 무작위 번호를 사용하고, 입학 우선권을 사용하여 배정제안을 합니다.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으면 학생들은 무작위로 받은 번호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입학 우선권도 적용할 경우, 무작위로 받은
번호에 관계 없이 1순위 우선 그룹의 모든 지원자들은 2순위 우선 그룹이 배정되기 전에 일단 모두 배정될 것입니다.
무작위 선발 방식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픈 그리고 제한적 비선별—다음 페이지에서 이 방식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십시오.
도움말
무작위 번호를 통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공립 학교에 학생들이 배정되는 방법”이란
동영상을 schools.nyc.gov/Middle에서 보십시오.

순위를 매겨 선발하는 프로그램

학생들은 자신의 전년도 학업 기록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에 배정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선별, 선별: 언어, 또는 종합
점수 중 한 가지 전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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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JJ

선별 및 선별: 언어 프로그램들은, 중학교 교직원이 전형 채점표에 근거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시험 또는 면접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들은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기고, 가장 상위 학생부터 배정 제안을
합니다.
종합 점수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자들이 전년도 학업기록을 반영하여 자동 산정된 종합 점수를 받습니다. 학생들의
수행도가 높을수록, 종합 점수가 높아집니다. 지원자들은 종합점수 최상위부터 차례로 배정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에는 4학년 최종 성적표, 표준 시험 점수, 교내 평가 및/또는 출석 및 정시 등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는지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려면 “중 고등학교 입학 전형” 동영상을
schools.nyc.gov/Middle에서 보십시오.

중학교 전형 방식

오픈

지원자가 해야 할 것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한적 비선별

행사에 참여하여 방명록에 서멍함으로써 관심을 표명하십시오.

존 또는 재학생
우선

존 또는 재학생 우선 프로그램 대상인지 알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십
시오.

선별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MySchools에 나온 추가 요건이 있으면 완료 하십시오.

프로그램 선발 기준을 잘 읽어보고, 학교에서 전형에 무엇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원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의 성적과 점수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선별: 언어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가 프로그램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가정언어, 언어 능숙도, 미국 거주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종합 점수

학교 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고, 이
학교에서 어떤 요인들로 종합 점수를 구성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또한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이 각기 다른 선발 기준에 어떤
가중치를 주는지도 반드시 알아 보십시오.
학교 카운셀러와 만나 자녀의 성적과 점수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재능 시험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해당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의 재능 시험을 신청하십시오. 시험 신청은 온라인
MySchools에서 할 수 있습니다—Mark Twain 탭을
클릭하십시오—또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자녀가 재능 시험을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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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보는 것

개인 정보

자녀 성명, 집주소, 현재 학교, 성별, 특수교육 상태

제한적 비선별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교에 관심을
표명한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존 또는 재학생 우선(continuing)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교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입학이 보장되거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개인 정보
학업 기록

학교에서는 지원자의 4학년 최종 성적, 표준 시험 점수,
내부 평가 및/또는 출석, 지각 등을 근거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 배정은 입학 우선권 그룹, 그리고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개인 정보
학업 기록

ELL 서비스 수혜자격 여부

학교들은 선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엔 이 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집니다. 학교
배정은 입학 우선권 그룹, 그리고 순위에 따라 이뤄집니다.
학업 기록

학생의 종합 점수는 다음과 같은 학업 기록 해당
요소에 각기 다른 포인트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4
학년 최종성적표, 뉴욕주 영어 시험 점수, 뉴욕주 수학
시험 점수 및/또는 출석 및 지각 기록. 그 다음 학생들은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순위에 따라 최상위부터
배정받습니다.
재능 시험 점수만 반영

재능 시험 점수 순서대로 배정받습니다. 이러한 입학
전형에서는 기타 기준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발 기준

선별, 언어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입학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특정 선발 기준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배정
제안을 합니다.
JJ

JJ

선별 또는 언어 선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을 보면 각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길 때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 점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은 각 지원자들의 종합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본 입학 안내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선별, 언어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입학 전형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선발 기준을
사용하는지 MySchools에서 알아보십시오.

온라인 C MySchools.nyc

MySchools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 전형 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전형 방식 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이 나옵니다.
선별 또는 종합 점수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선발 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자들의 순위를 매길 때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알려줍니다.
JJ

JJ

JJ

JJ

4학년 최종성적표

4학년 뉴욕주 영어 및 수학 시험성적
4학년 출석 및 지각 기록

다음과 같은 학업 및 품행:

개별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임

JJ

체계적으로 학습함

JJ

각기 다른 방법을 시도하여 과제를 마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JJ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함

JJ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커뮤니티에서 적절하게 학습

JJ

중학교 입학 전형에는 지원자의 4학년 정보가 사용됩니다. 학교에서는 지원자에게 4학년 외 다른 학년도 성적표나
교사로부터 별도의 추천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4학년 성적표에는 대개 학업 및 품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귀 자녀의 학교에서 성적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교직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시험 시 조정사항

학생의 IEP에 시험시 편의제공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시험이나 오디션에서 해당 편의사항(그것이 시험이나 과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입학 시험이나 오디션에 응시해야 하는 경우,
자녀의 초등학교와 의논하여 귀 자녀의 요구 사항 및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고, 해당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 schools.nyc.gov에서— 특수교육 탭을 선택한 후 시험 조정사항을
지원 및 서비스 메뉴에서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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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행사 참석 및 학교 방문

대부분의 중학교 전형 절차는 올 가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본 안내서 앞쪽에 있는 액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올 가을 자녀의 입학 스케줄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캘린더를 만들어 중학교 박람회, 오픈하우스, 학교투어 및
인터뷰나 오디션, 현장 시험 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약속 일자를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5.1 중학교 박람회

올 가을, 중학교 박람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여러 학교에서 파견된
대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학군 또는 보로별 중학교 박람회들도 가을에 개최됩니다. 웹사이트
schools.nyc.gov/Middle에서 각 학군 별 중학교 박람회 일시 및 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5.2 학교 방문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야말로 그 학교가 자녀에게 적합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통학 시간
및 거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특별 행사나 오픈 하우스를 실시하는지 문의 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특정 학교의 오픈하우스나 정보 설명회 일자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Middle.
도움말
학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다음 연습문제를 지침으로 활용하십시오. 방명록에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차후 학교에서는 행사나 기타 정보가 있을 때 알려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제한적 비선별 전형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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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중학교 입학 행사에서 질문하기

중학교 박람회나 오픈하우스에서 학교 대표와 대화를 나눌 때, 꼭 질문을 하십시오. 다음은 여러분과 자녀가 관심을 가진 학교에 관해
좀 더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각 항목 별로 여러분만의 질문을
적어 보십시오.
도움말
이 페이지를 잘라내어 학교를 방문하거나 설명회에 참석할 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질문

학교 분위기

6학년 학생

내 자녀가 숙제에 관해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학교가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6학년 학교 일과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언제입니까?

6학년만을 위한 활동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학업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 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점이나 리전트 시험 요건으로
인정될만한 상급 과정을 제공합니까?
이 학교의 교육 철학 및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학교 성적 산정 정책은?

이 학교 학급 규모는 어떻습니까?

활동

입학

이 학교에는 어떤 클럽이 있습니까?

학교 일과 중 어느 때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외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활동이 있습니까?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서에 이 학교를 추가하는 것
외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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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학교 지원

중학교 지원 마감일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지원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Middle를 방문 하십시오.

6.1 지원 방법—현재 NYC 공립 학교 재학생

10월에 귀 자녀의 맞춤형 지원서가 준비되면, 귀 자녀의 현재 학교에서 그것을 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MySchools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중학교 옵션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관심 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목록을 만드십시오.

2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카운셀러와 약속을 잡아,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하십시오.

3

중학교 지원서는 마감일인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JJ

JJ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
지원기간 동안 휴무일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하루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의 현재 학교 카운셀러에게 제출
올 가을, 학교를 통해 자녀의 중학교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6.2 지원 방법—사립 또는 교구 학교 학생

현재 자녀가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공립 중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패밀리 웰컴 센터로
가시면 전형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와 중학교 옵션에 관해 상의하십시오. 관심 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을 저장하거나 목록을 만드십시오.

2

패밀리 웰컴 센터 방문 자녀와 방문하여 중학교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을 알아 보십시오. 위치 및 근무 시간은
schools.nyc.gov/WelcomeCenter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중학교 지원서는 마감일인 12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MySchools (C MySchools.nyc)
지원기간 동안 휴무일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하루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서 접수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JJ

패밀리 웰컴 센터
패밀리 웰컴 센터 직원은 여러분 자녀의 지원서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200개 이상의
언어로 가능합니다. 영어 외 언어가 필요하시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JJ

NYC 공립학교에 새로 오셨습니까? 연중 저희 웹사이트의 신규 학생 페이지 (schools.nyc.gov/NewStudents)를
참고하시면 등록 방법, 가야 할 곳, 그리고 구비 서류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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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학교 배정 통지
7.1 배정 통지서

자녀의 중학교 배정 통지서는 4월에 발송됩니다. 이 편지에는 2020-2021 학년도에 다닐 DOE 공립 중학교 배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2 이의제기

중학교 통지서에는 자녀의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바꾸고자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녀의 초등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7.3 학교 위치 및 통학교통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JJ

JJ

6학년 학교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노란색 버스 서비스나 메트로카드가 제공됩니다. 이보다 좀 더
가깝기는 하지만 반(1/2)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반액 MTA 버스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자택이 같은 학군 내 있고, 학교에서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만
노란색 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학년 이상 학생 학교와 집의 거리가 1과 1/2 마일 이상일 경우 메트로카드가 지급됩니다. 이보다는 가까우나
학교에서 반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할 경우, 학교 요청이 있으면 반액 MTA 버스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JJ

IEP에 특수 교통수단을 제공받도록 명시된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까지 통학 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장애에 따라 추가의 의료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녀의 상태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차량 유형이나 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학 교통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전화 718-392-8855 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school-life/transportation/bus-eligibility.

8.0 뉴욕시 DOE 공립 중학교
다음 섹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JJ

여러분 가정에 해당하는 학군의 학군 프로그램 섹션을 찾으십시오. 학군 지도를 펼쳐 여러분 학군 내 중학교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목록에서 학군 내 중학교 프로그램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반드시 각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살펴,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JJ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로 프로그램 및/또는 뉴욕시 프로그램 섹션에서 그 밖의 옵션을 알아 보십시오. 이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지도(들)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되면, 온라인

MySchools.nyc에서 이런 학교들에 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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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7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7학군은 존 중학교가 없습니다. 즉, 7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7학군 프로그램에서 동등하게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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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 5 Port Morris | 07X00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PK-8 | 학생: 729
564 Jackson Avenue, Bronx, NY 10455 | 718-292-2683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7 학군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73+27 7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Port Morris School of Community
Leadership (P.S./M.S. 5) | X005U

오픈

학년: PK-8 | 학생: 795
758 Courtlandt Avenue, Bronx, NY 10451 | 718-292-3785

P.S./M.S. 029 Melrose School | 07X02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The Melrose School (P.S./M.S. 29) | X029U 오픈

지원자격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7 학군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80+20 8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M.S. 031 The William Lloyd Garrison | 07X03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7 학군
오픈
X031U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79+21 7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William Lloyd Garrison (P.S./M.S. 31) | 

J.H.S. 151 Lou Gehrig | 07X15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학년: PK-8 | 학
 생: 716 | b
250 East 156 Street, Bronx, NY 10451 | 7
 18-292-4397

학년: 6-8 | 학
 생: 230 | b
250 East 156 Street, Bronx, NY 10451 | 7
 18-292-026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Lou Gehrig Academy (M.S. 151) | X151U
오픈
지원 가능
86+14 8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outh Bronx Preparatory: A College Board School | 
학년: 6-12 | 학생: 657
07X221
360 East 145 Street, Bronx, NY 10454 | 718-292-221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South Bronx Preparatory:
A College Board School | X221S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전형 방식
선별

The Laboratory School of Finance
and Technology: X223 | X223U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지원 가능
| 964+ 9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Laboratory School of Finance
and Technology: X223 | 07X2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지원자격

전형 방식
오픈

학년: 6-12 | 학생: 662
360 East 145 Street, Bronx, NY 10454 | 718-585-8202

지원자격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이 학교는 보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
 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30

7 학군 프로그램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Science School for Exploration and Discovery
(M.S. 224) | 07X2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328
345 Brook Avenue, Bronx, NY 10454 | 718-665-9804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오픈
지원 가능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238+ 6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ience School for Exploration and
Discovery (M.S. 224) | X224U

South Bronx Academy for Applied Media | 07X29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
 생: 231 | b
778 Forest Avenue, Bronx, NY 10456 | 7
 18-401-0059

입학 우선권

South Bronx Academy for Applied Media |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오픈
X296U
지원 가능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822+ 7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266 | b
778 Forest Avenue, Bronx, NY 10456 | 7
 18-665-8866

Academy of Public Relations | 07X29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Spanish Bilingual Program | X298M

전형 방식

선별: 언어

지원자격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119+ 8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Academy of Public Relations | X298U

오픈

Academy of Applied Mathematics and
Technology | 07X34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307
345 Brook Avenue, Bronx, NY 10454 | 718-292-3883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오픈
지원 가능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37+ 9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Academy of Applied Mathematics &
Technology (AAMT) | X343U

Hostos-Lincoln Academy of Science | 07X50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547 | b
600 Saint Ann’s Avenue, Bronx, NY 10455 | 7
 18-402-5640

입학 우선권

Hostos-Lincoln Academy of Science |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선별
X500M
지원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
 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Urban Assembly Bronx Academy of Letters | 
07X55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587 | b
339 Morris Avenue, Bronx, NY 10451 | 7
 18-401-4891

입학 우선권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제한적 비선별
지원 가능
2 다음은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3+17 8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Urban Assembly Bronx Academy of
Letters | X551L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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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I.S. 584 | 07X58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I.S. 584 STEAM Program | X584U

전형 방식
오픈

학년: 6-8 | 학
 생: 247 | b
600 Saint Ann’s Avenue, Bronx, NY 10455 | 7
 18-742-2900

지원자격

제 7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지원 가능

이 학교는 보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70+30 7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
 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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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8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8학군이 존인 모든 가족은 최소 1군데 존 중학교가 있으며, 일부는 존 중학교가 2군데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존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존 학교가 2곳인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나 존 학교를 1순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존 학교가 지원서 상에 1지망이든 12번째 지망이든 관계없이 귀 자녀가 존학교(두 군데일 경우 두 곳 모두)를 다닐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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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군 프로그램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 071 Rose E. Scala | 08X07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K-8 | 학생: 1567
3040 Roberts Avenue, Bronx, NY 10461 | 718-822-5351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Rose E. Scala (P.S. 71) | X071U
오픈
지원 가능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822+ 7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545 | b
2750 Lafayette Avenue, Bronx, NY 10465 | 7
 18-829-6372

M.S. X101 Edward R. Byrne | 08X10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The Edward R. Byrne School (M.S. 101) G&T
Program | X101A

전형 방식
종합 점수

지원자격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지원 가능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PS 14, PS 71, PS 72, PS 304에 다니거나 이 학교들이 존인
지원 가능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46+ 9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Edward R. Byrne School (M.S. 101)
Academic Program | X101U

오픈

J.H.S. 131 Albert Einstein | 08X13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479
885 Bolton Avenue, Bronx, NY 10473 | 718-991-749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The Albert Einstein School (J.H.S. 131) |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오픈
X131U
지원 가능
거주자
83+17 8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
 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ronx Studio School for Writers and Artists | 
08X26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645
928 Simpson Street, Bronx, NY 10459 | 718-893-5158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오픈
지원 가능
68+32 6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ronx Studio School for Writers and
Artists | X269U

학년: 6-8 | 학생: 482
681 Kelly Street, Bronx, NY 10455 | 718-901-3520

M.S. 302 Luisa Dessus Cruz | 08X30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Luisa Dessus Cruz Middle School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M.S. 302) | X302Z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School for Inquiry and Social Justice | 
08X33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503
1025 Morrison Avenue, Bronx, NY 10472 | 718-860-4181

입학 우선권

The School for Inquiry and Social Justice |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오픈
X337U
지원 가능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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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군 프로그램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Archimedes Academy for Math, Science and
Technology Applications | 08X36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659 | b
456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73 | 7
 18-617-5046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8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제한적 비선별
지원 가능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Archimedes Academy for Math, Science
and Technology Applications | X367L

Urban Institute of Mathematics | 08X37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
 생: 378 | b
650 Hollywood Avenue, Bronx, NY 10465 | 7
 18-823-6042

입학 우선권

The Urban Institute of Mathematics | 
오픈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X371U
76+24 7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Antonia Pantoja Preparatory Academy:
A College Board School | 08X37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12 | 학
 생: 446 | b
1980 Lafayette Avenue, Bronx, NY 10473 | 7
 18-824-3152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8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지원 가능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Antonia Pantoja Preparatory Academy:
제한적 비선별
A College Board School | X376L

Soundview Academy for Culture and Scholarship | 
학년: 6-8 | 학생: 392
08X448
885 Bolton Avenue, Bronx, NY 10473 | 718-991-402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Soundview Academy for Culture and
Scholarship | X448L

제한적 비선별

86+14 8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지원자격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8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341 | b
650 Hollywood Avenue, Bronx, NY 10465 | 7
 18-829-3254

Mott Hall Community School | 08X46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Mott Hall Community School Science
Program | X467S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지원 가능
거주자
90+10 9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ott Hall Community School | X467U

오픈

Blueprint Middle School | 08X56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667
1111 Pugsley Avenue, Bronx, NY 10472 | 718-822-278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Blueprint Middle School | X562U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218+ 8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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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프로그램 | 제 9 학군 정보 및 지도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9학군 및 10학군은 중학교 전형 절차를 공유합니다. 즉, 제 10학군에 위치한 많은 중학교 프로그램들은 9학군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다음에 나오는 10학군 섹션 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학군이 존인 모든 가족은 최소 1군데 존 중학교가 있으며, 일부는 존 중학교가 2군데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존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존 학교가 2곳인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나 존 학교를 1순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존 학교가 지원서 상에 1지망이든 12번째 지망이든 관계없이 귀 자녀가 존학교(두 군데일 경우 두 곳 모두)를 다닐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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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군 프로그램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M.S. 004 Crotona Park West | 09X00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PK-8 | 학생: 549
1701 Fulton Avenue, Bronx, NY 10457 | 718-583-6655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Crotona Park West (P.S./M.S. 4) | X004Z
존 (Zoned)
및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거주자
82+18 8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82+ 9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ott Hall III | 09X12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353
580 Crotona Park South, Bronx, NY 10456 | 718-842-6138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Mott Hall III | X128S
선별
거주자 지원 가능
및 거주자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Kappa | 09X21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329
3630 Third Avenue, Bronx, NY 10456 | 718-590-5455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제 9, 10 학군 학생 및
및 거주자
거주자 지원 가능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218+ 8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KAPPA | X215S

선별

P.S./I.S. 218 Rafael Hernandez Dual Language
Magnet School | 09X21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
 생: 1036 | a
1220 Gerard Avenue, Bronx, NY 10452 | 7
 18-410-7230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선별: 언어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I.S. 218 Spanish Dual Language
Magnet Program | X218S

I.S. 229 Roland Patterson | 09X22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243 | b
275 Harlem River Park Bridge, Bronx, NY 10453 | 7
 18-583-6266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Dr. Roland N. Patterson School (I.S. 229) |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오픈
X229U
거주자 지원 가능
및 거주자
Dr. Roland N. Patterson School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I.S. 229)-Zoned Program | X229Z
76+24 7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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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군 프로그램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I.S. 232 | 09X23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511 | a
1700 Macombs Road, Bronx, NY 10453 | 718-583-7007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오픈
X232U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0+20 8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Alexander Macomb School I.S. 232 | 

Urban Assembly School for Applied Math and
Science, The | 09X24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606 | a
1595 Bathgate Avenue, Bronx, NY 10457 | 718-466-7800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The Urban Assembly School for Applied
제 9, 10 학군 학생 및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
제한적 비선별
Math and Science | X241L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76+24 7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X303 Leadership & Community Service | 
09X30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318 | a
1700 Macombs Road, Bronx, NY 10453 | 718-583-5466

입학 우선권

The Leadership & Community Service
오픈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Academy | X303U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55+ 9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ronx Writing Academy | 09X3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401
270 East 167 Street, Bronx, NY 10456 | 718-293-9048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Bronx Writing Academy | X323U
오픈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1+19 8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5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Comprehensive Model School Project M.S. 327 | 
09X32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735 | a
1501 Jerome Avenue, Bronx, NY 10452 | 718-294-8111

입학 우선권

Comprehensive Model School Project |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오픈
X327U
거주자 지원 가능
및 거주자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
 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생: 378 | a
200 West 167th Street, Bronx, NY 10452 | 718-410-5770

The Highbridge Green School | 09X36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The Highbridge Green School | X361U

오픈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PS 11, PS 73, PS 114, PS 126에 다니거나 이 학교들이
존인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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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군 프로그램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Bronx High School for Medical Science | 09X41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Bronx School For Medical Science | X413S 선별

지원자격

제 9, 10 학군 학생 및

학년: 6-12 | 학
 생: 419 | b
240 East 172 Street, Bronx, NY 10457 | 7
 18-410-4040

입학 우선권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거주자 지원 가능
및 거주자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
A Mott Hall School | 09X45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450
250 East 164 Street, Bronx, NY 10456 | 718-293-4017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Science and Technology Academy: A Mott
제 9, 10 학군 학생 및
제한적 비선별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Hall School | X454L
거주자 지원 가능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55+ 9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ronx School for Law, Government and Justice | 
09X50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751 | a
244 East 163 Street, Bronx, NY 10451 | 718-410-3430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선별
거주자 지원 가능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218+ 8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ronx School for Law, Government and
Justice | X505S

New Pathways Academy | 09X59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197
1000 Teller Avenue, Bronx, NY 10456 | 718-588-834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New Pathways Academy | X594U
오픈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N/A%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N
 /A%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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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43

학군 프로그램 | 제 10 학군 정보 및 지도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9학군 및 10학군은 중학교 전형 절차를 공유합니다. 즉, 제 9학군에 위치한 많은 중학교 프로그램들은 10학군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앞쪽의 9학군 섹션 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0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0학군이 존인 모든 가족은 최소 1군데 존 중학교가 있으며, 일부는 한 군데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존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존 학교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두 군데 또는 전부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나 존 학교를 1순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존 학교가 지원서 상에 1지망이든 12번째 지망이든 관계없이 귀 자녀가 존학교(어느 존학교든)를 다닐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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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군 프로그램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PK-8 | 학생: 321 | a
2100 Lafontaine Avenue, Bronx, NY 10457 | 718-584-1899

P.S. 3 Raul Julia Micro Society | 10X00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오픈

지원자격

제 9, 10 학군 학생 및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10

거주자 지원 가능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4+16 8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Raul Julia (P.S./M.S. 3) | X003U

P.S. X015 Institute for Environmental Learning | 
학년: K-8 | 학생: 475 | a
10X015
2195 Andrews Avenue, Bronx, NY 10453 | 718-563-047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Th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Learning |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오픈
X015U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MS 20 P.O.George J. Werdann, III | 10X02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PK-8 | 학생: 988 | a
3050 Webster Avenue, Bronx, NY 10467 | 718-515-9370

입학 우선권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지원 가능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327+ 7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olice Officer George J. Werdann, III
(P.S./M.S. 20) | X020U

오픈

P.S. X037 - Multiple Intelligence School | 10X03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생: 630 | a
360 West 230 Street, Bronx, NY 10463 | 718-796-0360

입학 우선권

The Multiple Intelligences School (P.S. 37) | 
같은 학교 5학년 및 초등학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초등학교
존 (Zoned)
X037Z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존 거주자
70+30 7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omas C. Giordano Middle School 45 | 10X04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Giordano Prep/Aurora Academy | X045M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생: 709
2502 Lorillard Place, Bronx, NY 10458 | 718-584-1660

입학 우선권

Thomas C. Giordano Middle School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M.S. 45) Zoned Program | X045Z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129+ 7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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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 095 Sheila Mencher | 10X09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K-8 | 학생: 1230
3961 Hillman Avenue, Bronx, NY 10463 | 718-796-92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존 (Zoned)
및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Sheila Mencher Van Cortlandt School
(P.S/M.S. 95) | X095Z

학년: 6-8 | 학생: 1105
577 East 179 Street, Bronx, NY 10457 | 718-584-2330

J.H.S. 118 William W. Niles | 10X11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Honors Program: Spectrum | X118N

선별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Honors Program: PACE Academy | X118M 선별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Academy of Excellence | X118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931+ 6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Riverdale / Kingsbridge Academy
(Middle School / High School 141) | 10X14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Honors Program (10X141 존 거주 학생만
해당) | X141M

전형 방식
선별

Application Program (10X368 존 거주 학생만
오픈
해당) | X141U

지원자격

10X141 존 거주 학생 지원

학년: 6-12 | 학생: 1513 | b
660 West 237 Street, Bronx, NY 10463 | 718-796-8516

입학 우선권

가능

10X368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Zoned Program (10X141 존 거주 학생만
10X141 존 거주 학생 지원
존 (Zoned)
해당) | X141Z
가능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206 Ann Mersereau | 10X20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Ann Mersereau (I.S. 206B) | X206L

학년: 6-8 | 학생: 229
2280 Aqueduct Avenue, Bronx, NY 10468 | 718-584-1570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한적 비선별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Ann Mersereau (I.S. 206B) Zoned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Program | X206Z
82+18 8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28+ 9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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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Jonas Bronck Academy | 10X22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Jonas Bronck Academy | X228M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전형 방식
선별

학년: 6-8 | 학
 생: 270 | b
400 East Fordham Road, Bronx, NY 10458 | 7
 18-365-2502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 964+ 9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12 | 학생: 609 | a
500 East Fordham Road, Bronx, NY 10458 | 718-563-7139

West Bronx Academy for the Future | 10X24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West Bronx Academy for the Future | 
X243L

90+10 9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전형 방식

지원자격

제한적 비선별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 75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New School for Leadership and Journalism | 
10X24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The Arts Academy (존 거주 학생만 해당) | 
X244L

전형 방식

제한적 비선별

지원자격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학년: 6-8 | 학생: 748
120 West 231 Street, Bronx, NY 10463 | 718-601-2869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The Academy of the Sciences | X244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254 | 10X25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I.S. 254 Application Program | X254L

제한적 비선별

학년: 6-8 | 학
 생: 493 | b
2452 Washington Avenue, Bronx, NY 10458 | 7
 18-220-87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I.S. 254 Zoned Program | X254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931+ 6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 279 Captain Manuel Rivera, Jr. | 10X27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The Captain Manuel Rivera, Jr. School
(P.S. 279) | X279Z

전형 방식

존 (Zoned)

지원자격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

학년: K-8 | 학
 생: 1031 | a
2100 Walton Avenue, Bronx, NY 10453 | 7
 18-584-6004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및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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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K-8 | 학
 생: 816 | b
3202 Steuben Avenue, Bronx, NY 10467 | 7
 18-405-6360

P.S./M.S. 280 Mosholu Parkway | 10X2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존 (Zoned)

지원자격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및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거주자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M.S. 280 | X280Z

P.S. 315 Lab School | 10X31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학년: K-8 | 학생: 230
2865 Claflin Avenue, Bronx, NY 10468 | 929-237-7750

지원자격

제 9, 10 학군 학생 및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10

거주자 지원 가능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Lab School (P.S. 315) | X315M

International School for Liberal Arts | 10X34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Spanish Newcomers Program | X342M

선별: 언어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지원자격

가정 언어가 스페인어인 제
9학군 및 10 학군 학생 및

학년: 6-12 | 학생: 518 | a
2780 Reservoir Avenue, Bronx, NY 10468 | 718-329-8570

입학 우선권

거주자 지원 가능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Academy For Personal Leadership and Excellence | 
학년: 6-8 | 학생: 582
10X363
120 East 184 Street, Bronx, NY 10468 | 718-220-313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Zoned Program | X363U

전형 방식
오픈

지원자격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이 학교는 보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
 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n-Tech Academy (M.S. / High School 368) | 10X36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Honors Program (10X368 존 거주 학생만
해당) | X368M

전형 방식
선별

Application Program (10X141 존 거주 학생만
오픈
해당) | X368U

지원자격

10X368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학년: 6-12 | 학
 생: 1022 | a
2975 Tibbett Avenue, Bronx, NY 10463 | 7
 18-432-4300

입학 우선권

10X141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Zoned Program (10X368 존 거주 학생만
10X368 존 거주 학생 지원
존 (Zoned)
해당) | X368Z
가능
84+16 8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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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M.S. 390 | 10X390

학년: 6-8 | 학생: 539
1930 Andrews Avenue, Bronx, NY 10453 | 718-583-550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Excel Academy - Honors/Regents
Programs | X390L

제한적 비선별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M.S. 390 Zoned Program | X390Z

존 (Zoned)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이 학교는 보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79+21 7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8
 32+ 6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475 | b
2225 Webster Avenue, Bronx, NY 10457 | 7
 18-584-1295

The Angelo Patri Middle School | 10X39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Zoned Program | X391Z

전형 방식

존 (Zoned)

지원자격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이 학교는 보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68+32 6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1
 29+ 7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Creston Academy | 10X44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Spanish Bilingual Program | X447M

전형 방식

선별: 언어

학년: 6-8 | 학
 생: 459 | b
125 East 181 Street, Bronx, NY 10453 | 7
 18-367-5035

지원자격

제 9, 10 학군 학생 및

입학 우선권

거주자 지원 가능

제 9, 10 학군 학생 및
1 존 거주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Creston Academy | X447U

기호 설명

오픈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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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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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프로그램 | 제 11 학군 정보 및 지도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11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1학군이 존인 모든 가족은 최소 1군데 존 중학교가 있으며, 일부는 한 군데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서에 존학교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존 학교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두 군데 또는 전부를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나 존 학교를 1순위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존 학교가 지원서 상에 1지망이든 12번째 지망이든 관계없이 귀 자녀가 존학교(어느 존학교든)를 다닐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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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 019 Judith K. Weiss | 11X01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K-8 | 학생: 520
4318 Katonah Avenue, Bronx, NY 10470 | 718-324-1924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오픈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515+ 8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Judith K. Weiss Woodlawn School
(P.S. 19) | X019U

학년: K-8 | 학생: 1648 | b
950 Rhinelander Avenue, Bronx, NY 10462 | 718-863-1993

P.S./M.S. 083 Donald Hertz | 11X08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The Donald Hertz School (P.S. 83) | X083U 오픈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 /M.S. 089 Bronx | 11X08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Application Program | X089L

전형 방식

제한적 비선별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학년: PK-8 | 학생: 1550
980 Mace Avenue, Bronx, NY 10469 | 718-653-0835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1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학생 및 존 거주 학생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지원 가능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Zoned Program | X089Z

존 (Zoned)

J.H.S. 127 The Castle Hill | 11X12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학년: 6-8 | 학생: 850
1560 Purdy Street, Bronx, NY 10462 | 718-892-8600

전형 방식

입학 우선권

Gifted and Talented Program | X127A

종합 점수

지원자격

Application Program | X127L

제한적 비선별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1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Castle Hill Middle School 127 Zoned
Program | X127Z

기호 설명

존 (Zoned)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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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J.H.S. 144 Michelangelo | 11X14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Academy of Law and Journalism | X144U

오픈

Academy of Performing & Visual Arts | 
X144V

오픈

Academy of Math and Science | X144W

오픈

학년: 6-8 | 학
 생: 485 | b
2545 Gunther Avenue, Bronx, NY 10469 | 7
 18-794-9749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Zoned Program | X144Z

존 (Zoned)

P.S./M.S. 175 City Island | 11X17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K-8 | 학생: 312
200 City Island Avenue, Bronx, NY 10464 | 718-885-1093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오픈
City Island School (P.S. 175) | X175U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S. 180 Dr. Daniel Hale Williams | 11X1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Pre-Engineering and Math | X180M

선별

School for the Arts | X180N

선별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생: 1016 | b
70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75 | 718-904-5650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제 11 학군 학생 및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거주자 지원 가능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Dr. Daniel Hale Williams (I.S. 180) | X180U 오픈

I.S. 181 Pablo Casals | 11X18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Community Service Academy | X181L
Honors Program | X181M

전형 방식

제한적 비선별
선별

학년: 6-8 | 학
 생: 890 | b
80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75 | 7
 18-904-56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거주자 지원 가능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제 11 학군 학생 및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1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본교 존 거주 학생
지원 가능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ablo Casals (I.S. 181) | X181Z

기호 설명

존 (Zoned)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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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M.S. 194 | 11X19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오픈

학년: K-8 | 학
 생: 1292 | a
2365 Waterbury Avenue, Bronx, NY 10462 | 7
 18-892-5270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9+11 8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M.S. 194 | X194U

North Bronx School of Empowerment | 11X28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오픈
X287U
지원 가능
거주자
69+31 6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535+ 6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North Bronx School of Empowerment |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학년: 6-8 | 학
 생: 563 | b
3710 Barnes Avenue, Bronx, NY 10467 | 7
 18-652-0519

학년: 6-8 | 학생: 407
2441 Wallace Avenue, Bronx, NY 10467 | 718-325-6593

Bronx Green Middle School | 11X32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오픈
Bronx Green Middle School | X326U
거주자
지원 가능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614+ 8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생: 300
375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66 | 718-652-2060

Bronx Alliance Middle School | 11X35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Bronx Alliance Middle School | X355U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5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Middle School (CASA) | 11X46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257 | a
3441 Steenwick Avenue, Bronx, NY 10475 | 718-794-797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Elementary

School에 다니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1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89+11 8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Cornerstone Academy for Social Action
Middle School | X462L

제한적 비선별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elham Academy of Academics and Community
Engagement | 11X46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332
2441 Wallace Avenue, Bronx, NY 10467 | 718-881-3136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elham Academy of Academics and
Community Engagement | X468U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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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P.S./M.S. 11X498 - Van Nest Academy | 11X49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Van Nest Academy (P.S./M.S. 498) | X498U 오픈

지원자격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K-8 | 학생: 652 | a
1640 Bronxdale Ave, Bronx, NY 10462 | 718-409-3001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PS 83, PS

105, PS 108 초등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73+ 9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One World Middle School at Edenwald | 11X52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344
375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66 | 718-515-6780

입학 우선권

One World Middle School at Edenwald |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오픈
X529U
지원 가능
거주자
96+4 9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생: 281
3750 Baychester Avenue, Bronx, NY 10466 | 718-547-1890

Baychester Middle School | 11X53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Baychester Middle School | X532U
오픈
거주자
지원 가능
84+16 8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119+ 8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생: 405
2441 Wallace Avenue, Bronx, NY 10467 | 718-652-6090

Bronx Park Middle School | 11X55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Bronx Park Middle School | X556U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474 | b
2545 Gunther Avenue, Bronx, NY 10469 | 7
 18-794-9750

Pelham Gardens Middle School | 11X56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Pelham Gardens Middle School | X566U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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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 프로그램 | 제 12 학군 정보 및 지도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12학군의 일부 중학교는 브롱스의 모든 학생 및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의 보로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 12학군에는 더 이상 존 중학교가 없습니다. 즉, 12학군 학생 및 거주자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모든 12학군 학교에서 동등하게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말
자신의 학군 및 존 학교(들)은 웹페이지 schools.nyc.gov/Find-a-School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찾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개별화된 MySchools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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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J.H.S. 098 Herman Ridder | 12X09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266
1619 Boston Road, Bronx, NY 10460 | 718-589-82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Herman Ridder (J.H.S. 98) | X098U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832+ 6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S. 129 Academy for Independent Learning
and Leadership | 12X12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
 생: 541 | b
2055 Mapes Avenue, Bronx, NY 10460 | 7
 18-933-5976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Academy For Independent Learning &
Leadership (M.S. 129) | X129U

E.S.M.T- I.S. 190 | 12X19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276
1550 Crotona Park East, Bronx, NY 10460 | 718-620-9423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ESMT - I.S. 190 | X190U
오픈
거주자
지원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416+ 8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 211 | 12X21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오픈

학년: PK-8 | 학
 생: 571 | b
1919 Prospect Avenue, Bronx, NY 10457 | 7
 18-901-0436

지원자격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지원 가능
학생 및 거주자
89+11 8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327+ 7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P.S./M.S. X211 | X211U

P.S. 214 | 12X21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PK-8 | 학생: 1097 | b
1970 West Farms Road, Bronx, NY 10460 | 718-589-6728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P.S. 214 | X214L
제한적 비선별
4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2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426+ 74%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Mott Hall V | 12X24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12 | 학생: 672 | a
1551 East 172nd Street, Bronx, NY 10472 | 718-620-816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Mott Hall V | X242U
오픈
지원 가능
86+14 8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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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군 프로그램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Bronx Latin | 12X26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Bronx Latin | X267U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전형 방식
오픈

학년: 6-12 | 학생: 580 | a
800 Home Street, Bronx, NY 10456 | 718-991-6349

지원자격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 8911+ 8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East Bronx Academy for the Future | 12X27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입학 우선권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668 | a
1716 Southern Boulevard, Bronx, NY 10460 | 718-861-8641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입학 우선권

오픈
X271U
지원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East Bronx Academy for the Future | 

Frederick Douglass Academy V. Middle School | 
12X27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220
2111 Crotona Avenue, Bronx, NY 10457 | 718-561-1617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Frederick Douglass Academy V | X273U
오픈
지원 가능
89+11 8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822+ 7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Kappa III | 12X31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
 생: 387 | b
2055 Mapes Avenue, Bronx, NY 10460 | 7
 18-561-358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KAPPA III | X316U

오픈

I.S. X318 Math, Science & Technology
Through Arts | 12X31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
 생: 252 | b
1919 Prospect Avenue, Bronx, NY 10457 | 7
 18-294-8504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The School of Mathematics, Science, and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Technology Through Arts (I.S. 318) | 
오픈
지원 가능
거주자
X318U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822+ 7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ACCION Academy | 12X34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395
977 Fox Street, Bronx, NY 10459 | 718-378-164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ACCION Academy | X341U
오픈
지원 가능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129+ 7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Emolior Academy | 12X38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
 생: 328 | b
1970 West Farms Road, Bronx, NY 10460 | 7
 18-842-267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80+20 8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Emolior Academy | X383U

기호 설명

오픈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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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62

보로
프로그램

모든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롱스의 일부 중학교는 제 7, 8, 9, 10, 11, 12학군 학생 및 거주자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프로그램들은 본 안내서 중 해당 학군 프로그램
섹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이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중 무엇이든 자녀의 지원서에는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만약 어떤 보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귀하의 3번째 지망이라면,
지원서에 3번째로 기재하십시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우선 순위로 기재하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1지망으로 기재한 학교부터 시작하여 지원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선발을 고려할 것입니다. 만일 귀
자녀가 1지망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면 제 2지망 학교에서 마치 그 학교가 1지망인 것처럼 고려할 것이며,
그 다음도 지원서 상의 다음 순위로 내려가면서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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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프로그램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The Laboratory School of Finance
and Technology: X223 | 07X2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12 | 학생: 662
360 East 145 Street, Bronx, NY 10454 | 718-585-8202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제 7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X223M 선별: 언어

I.S. 584 | 07X58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247 | b
600 Saint Ann’s Avenue, Bronx, NY 10455 | 7
 18-742-290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선별: 언어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X584M
70+30 7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584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학년: 6-8 | 학생: 418
1025 Morrison Avenue, Bronx, NY 10472 | 718-328-2105

J.H.S. 123 James M. Kieran | 08X1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624+ 7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Bronx Urban Community Magnet
School | X123U

오픈

M.S. 301 Paul L. Dunbar | 08X30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생: 242
890 Cauldwell Avenue, Bronx, NY 10456 | 718-585-295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74+26 7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337+ 6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Paul L. Dunbar Middle School
(M.S. 301) | X301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The Bronx Mathematics Preparatory School | 
08X37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
 생: 222 | b
456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73 | 7
 18-542-5063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The Bronx Mathematics Preparatory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제 8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School | X375L
5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68+32 6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129+ 7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Hunts Point School | 08X4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300 | a
730 Bryant Avenue, Bronx, NY 10474 | 718-328-1972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8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Hunts Point School | X424U

기호 설명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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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프로그램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J.H.S. 022 Jordan L. Mott | 09X02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420
270 East 167 Street, Bronx, NY 10456 | 718-681-6850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Jordan L. Mott (M.S. 22) | X022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51+49 5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119+ 8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117 Joseph H. Wade | 09X117

학년: 6-8 | 학생: 488
1865 Morris Avenue, Bronx, NY 10453 | 718-583-775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Joseph H. Wade Academies (M.S. 117) | 
X117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1+9 9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생: 344
3630 Third Avenue, Bronx, NY 10456 | 718-681-7093

I.S. 219 New Venture School | 09X21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M.S. 219 | X219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8+12 8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921+ 7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12 | 학생: 527
4143 Third Avenue, Bronx, NY 10457 | 718-466-8000

Eagle Academy for Young Men | 09X23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The Eagle Academy for Young Men | 
남학교; 브롱스 학생 및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제한적 비선별
X231L
거주자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5
 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S. 313 School of Leadership Development | 
09X31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School of Leadership Development
(I.S. 313) | X313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302 | b
1600 Webster Avenue, Bronx, NY 10457 | 7
 18-583-1736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7+13 8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228+ 7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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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지원 가능

Bronx Early College Academy for Teaching &
Learning | 09X3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510
250 East 164 Street, Bronx, NY 10456 | 718-681-8287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
Bronx Early College Academy | X324L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6+14 8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New Millennium Bronx Academy of the Arts | 
09X32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New Millennium Business Academy
Middle School | X328L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81+19 81%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I.S. 339 | 09X33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학년: 6-8 | 학생: 319
1000 Teller Avenue, Bronx, NY 10456 | 718-588-8308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7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전형 방식

학년: 6-8 | 학
 생: 477 | b
1600 Webster Avenue, Bronx, NY 10457 | 7
 18-583-6767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중학교 존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School of Communication Technology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M.S. 339) | X339L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7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6+14 8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822+ 7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New Directions Secondary School | 09X35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228 | b
240 East 172 Street, Bronx, NY 10457 | 7
 18-410-4343

입학 우선권

자신의 정규 학년 레벨보다
1살 또는 그 이상 연령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7, 9, 10 학군 학생 및
초과하였으며, 4학년 ELA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New Directions Secondary School | X350L 제한적 비선별
수학 시험 혼합 점수가 630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7,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점 이하인 브롱스 학생 및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거주자 지원 가능
62+38 6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91+ 9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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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Women’s Leadership School of the Bronx | 
학년: 6-12 | 학생: 536
09X568
1865 Morris Avenue, Bronx, NY 10453 | 718-731-259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Young Women’s Leadership School of the
여학교; 브롱스 학생 및
선별
Bronx | X568M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
 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outh Bronx International Middle School | 09X59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7 | 학생: 45
1000 Teller Avenue, Bronx, NY 10456 | 718-588-0341

입학 우선권

1 제 9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N/A%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N
 /A%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S 593 | X593M

선별: 언어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J.H.S. 080 The Mosholu Parkway | 10X0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J.H.S. 80 The Mosholu Parkway (M.S. 80)
선별: 언어
Spanish Dual Language Program | X080M

지원자격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652 | b
149 East Mosholu Pkwy N, Bronx, NY 10467 | 7
 18-405-6300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2+8 9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JHS 80 The Mosholu Parkway (M.S. 80) | 
X080U

Theatre Arts Production Company School | 
10X22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540 | b
2225 Webster Avenue, Bronx, NY 10457 | 7
 18-584-0832

입학 우선권

1 제 9학군 및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4+6 9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atre Arts Production Company
(TAPCo) | X225M

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271 | b
3617 Bainbridge Avenue, Bronx, NY 10467 | 7
 18-515-0410

Bronx Dance Academy School | 10X30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Dance (Performing Arts) | X308M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1 제 9학군 및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1 제 9학군 및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Visual Arts (Visual Art & Design) | X308N

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The Bronx School of Young Leaders | 10X33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The Bronx School of Young Leaders |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생: 434 | a
40 West Tremont Avenue, Bronx, NY 10453 | 718-583-4146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X331U
및 거주자
76+24 76%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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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 For Personal Leadership and Excellence | 
학년: 6-8 | 학생: 582
10X363
120 East 184 Street, Bronx, NY 10468 | 718-220-313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9,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Application Program | X363L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95+5 9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S. 390 | 10X39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M.S. 390 Spanish Dual Language

전형 방식

학년: 6-8 | 학생: 539
1930 Andrews Avenue, Bronx, NY 10453 | 718-583-5501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선별: 언어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Program | X390M
79+21 7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832+ 6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학년: 6-8 | 학
 생: 475 | b
2225 Webster Avenue, Bronx, NY 10457 | 7
 18-584-1295

The Angelo Patri Middle School | 10X391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10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9학군 학생 및
Application Program | X391L
제한적 비선별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거주자 3 다음은 제 10 학군 학생 및 거주자 4 다음은 제 9 학군
학생 및 거주자 5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6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68+32 6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129+ 7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Leaders of Tomorrow | 11X37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6-8 | 학
 생: 429 | b
3710 Barnes Avenue, Bronx, NY 10467 | 7
 18-994-1028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1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4+16 84%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020+ 8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Leaders of Tomorrow | X370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학년: 6-8 | 학
 생: 339 | b
977 Fox Street, Bronx, NY 10459 | 7
 18-589-4844

School of Performing Arts | 12X21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1 중학교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제 1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83+17 8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337+ 6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hool of Performing Arts | X217U

오픈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Fannie Lou Hamer Middle School | 12X28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280
1001 Jennings Street, Bronx, NY 10460 | 718-319-7270

입학 우선권

1 제 12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브롱스 학생
및 거주자
27+73 2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Fannie Lou Hamer Middle School | X286U 오픈

기호 설명

브롱스 거주자 지원 가능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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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모든 뉴욕시 거주자는 본 섹션에 소개된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이 학군, 보로, 뉴욕시 전체 프로그램 중 무엇이든 자녀의 지원서에는 진정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만약 어떤 보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귀하의 3번째 지망이라면,
지원서에 3번째로 기재하십시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이상,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우선 순위로 기재하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1지망으로 기재한 학교부터 시작하여 지원한 모든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선발을 고려할 것입니다. 만일
귀 자녀가 1지망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면, 제 2지망 학교에서 마치 그 학교가 1지망인 것처럼 고려할
것이며, 그 다음도 지원서 상의 다음 지망 순위로 내려가면서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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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학교
학군 경계

10

1 인치 = 2.19 마일

11
BRONX
6
9

12
8

5

7

Tag Young Scholars | 04M012

4

The Anderson School | 03M334

3

Special Music School | 03M859

M.S. 224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 04M224

Ella Baker School
| 02M225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30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30Q580

MANHATTAN
2

Quest to Learn | 02M422

The 30th Avenue School
(G&T Citywide) | 30Q300

Ballet Tech, NYC Public School
for Dance | 02M442

26

QUEENS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02M407

1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Technology and
Math (NEST + m)| 01M539

25

The 47 American Sign Language &
English Lower School | 02M347

14

24
28

13

29

32
BROOKLYN

16

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17K590

15

23

19

27

17
18

The Lenox Academy | 18K235

20
Brooklyn School of Inquiry | 20K686

22

STATEN ISLAND

31

21
Scholars' Academy | 27Q323
Mark Twain I.S. 239 for the Gifted &
Talented | 21K239

73

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Technology &
Math (NEST+m) | 01M53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12 | 학생: 1754
111 Columbia Street, New York, NY 10002 | 212-677-519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010+ 9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New Explorations into Science,
선별
Technology & Math (NEST+m) | M539M

Ella Baker School | 02M22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오픈

학년: PK-8 | 학
 생: 324 | b
317 East 67 Street, New York, NY 10065 | 2
 12-717-880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42+58 42%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Ella Baker School | M225U

The 47 American Sign Language &
English Lower School | 02M34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학년: PK-8 | 학
 생: 193 | b
223 East 23 Street, New York, NY 10010 | 9
 17-326-6609

지원자격

입학 우선권

American Sign Language Program |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M347M
가능
거주자
97+3 97%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02M407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486 | b
345 East 15th Street, New York, NY 10003 | 2
 12-475-7972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Institute For Collaborative
Education | M407M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생: 558
328 West 48 Street, New York, NY 10036 | 212-247-8652

입학 우선권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M408M
가능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37+ 9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Quest to Learn | 02M42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545 | b
351 West 18 Street, New York, NY 10011 | 2
 12-488-3645

입학 우선권

1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제 2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Quest To Learn | M422L
제한적 비선별
우선권 2 다음은 제 2 학군 학생 및 거주자 3 다음은 행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뉴욕시 거주자 4 다음은 뉴욕시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6931+ 69%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Ballet Tech, NYC Public School for Dance | 02M44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4-8 | 학
 생: 142 | b
890 Broadway, New York, NY 10003 | 2
 12-254-1803

입학 우선권

같은 학교 5학년 출신
Ballet Tech | M442C
선별
학생만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1000+ 100%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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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The Anderson School | 03M33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The Anderson School P.S. 334
Middle School | M334M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지원

학년: K-8 | 학
 생: 522 | b
100 West 77 Street, New York, NY 10024 | 2
 12-595-7193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64+ 96%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pecial Music School | 03M859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선별

지원자격

뉴욕시 거주자 지원

학년: K-12 | 학
 생: 314 | b
129 West 67 Street, New York, NY 10023 | 2
 12-501-3318

입학 우선권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713+ 8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pecial Music School | M859M

Tag Young Scholars | 04M012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
 생: 601 | b
240 East 109 Street, New York, NY 10029 | 2
 12-860-6003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가능
거주자
99+1 99%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28+ 92%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alented and Gifted School for Young
Scholars | M012M

M.S. 224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 04M22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8 | 학생: 185
410 East 100 Street, New York, NY 10029 | 212-860-6047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제 4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선별
가능
거주자
93+7 93%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anhattan East School for Arts &
Academics (M.S. 224) | M224M

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17K59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1332 | a
1186 Carroll Street, Brooklyn, NY 11225 | 7
 18-703-540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선별
가능
85+15 85%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525+ 7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edgar Evers College Preparatory
School | K590M

The Lenox Academy | 18K235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PK-8 | 학생: 1220 | b
755 East 100th Street, Brooklyn NY 11236 | 718-773-4869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제 18학군 학생 및 거주자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7723+ 77%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The Lenox Academy | K235M

선별

Brooklyn School of Inquiry | 20K686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생: 534
50 Avenue P, Brooklyn, NY 11204 | 718-621-5730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Brooklyn School of Inquiry | K686A
종합 점수
가능
거주자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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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프로그램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Mark Twain I.S. 239 for the Gifted & Talented | 
학년: 6-8 | 학생: 1336
21K239
2401 Neptune Avenue, Brooklyn, NY 11224 | 718-266-0814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Athletics | K239AT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Art | K239AR

Computer/Math | K239CM
Dance | K239DA
Drama | K239DR
Creative Writing/Journalism | K239JO
Media | K239ME
Science | K239SC
String Instruments | K239ST
Vocal | K239VO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Wind Instruments | K239WI
재능 시험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812+ 88%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Mark Twain 지원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Scholars’ Academy | 27Q323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6-12 | 학
 생: 1351 | a
320 Beach 104th Street, Queens, NY 11694 | 7
 18-474-6918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55+ 95%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Scholars’ Academy | Q323M

선별

The 30th Avenue School (G&T Citywide) | 30Q30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K-8 | 학생: 524
28-37 29 Street, Queens, NY 11102 | 718-726-0501

입학 우선권

뉴욕시 거주자 지원
1 같은 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에게 우선권 2 다음은 뉴욕시
Q300 | Q300A
종합 점수
가능
거주자
98+2 98%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8317+ 83%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30Q580
제공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코드

전형 방식

지원자격

학년: 7-12 | 학생: 534 | a
34-12 36 Avenue, Queens, NY 11106 | 718-361-5275

입학 우선권

현재 6학년인 뉴욕시
거주자 지원 가능. 7
선별
학년으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0+0 100% 핵심 과정을 통과한 학생의 백분율 | 919+ 91% 복도, 화장실, 라커룸, 카페테리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
Baccalaureate School for Global
Education | Q580M

기호 설명

b = 부분 접근 가능 | a = 전체 접근 가능

MySchools (C MySchools.nyc)에서 중학교 옵션을 상세히 알아보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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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 21K239 지원 방법

Mark Twain for the Gifted & Talented (I.S. 239)는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6-8학년을 교육하는 뉴욕시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올 가을 온라인 중학교 전형절차 기간동안 이 학교에 지원하여 시험이나 오디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자녀가 응시하기 원하는 2개 재능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재능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JJ

Art

JJ

JJ

Athletics

JJ

JJ

Computer/Math

JJ

JJ

Creative Writing/Journalism

JJ

Dance

JJ

Media

Drama

JJ

Instrumental: Strings

JJ

Science
Vocal Music

Instrumental: Winds

2. 자녀의 지원서에 두 개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가하고, 선호도에 따라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기재하십시오. 자녀의
지원서는 반드시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3. 2020년 1월, 신청한 학생들에게 시험 티켓이 발부되며 여기에 시험일 및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2개 재능 분야에서 각각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Mark Twain(주소 2401 Neptune Avenue,
Brooklyn, NY 11224)에서 다음 일자 중 하루에 치러집니다: 1월 11일 토요일 | 1월 12일 일요일 | 1월 25일
토요일 | 1월 26일 일요일 | 2월 1일 토요일 | 2월 2일 일요일 | 2월 8일 토요일 | 2월 9일 일요일

1월2020년

2월2020년

S
29
5
12
19
26

S
26
2
2
9
9
16
23

M
30
6
13
20
27

T
31
7
14
21
28

W
1
8
15
22
29

T
2
9
16
23
30

F
3
10
17
24
31

S
4
11
18
25
1

M
27
3
10
17
24

T
28
4
11
18
25

W
29
5
12
19
26

T
30
6
13
20
27

F
31
7
14
21
28

S

1
1

8
8
15
22
29

4. 필요에 따라 추가 시험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지원자가 이들 재능시험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 02M408 지원 방법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School (PPAS)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으며 6-12학년을 교육하는 뉴욕시
학교입니다. PPAS 중학교 연극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연기, 노래 및 댄스 수업을 맡고 있으며, 수준
높은 학업 프로그램과 병행됩니다. 반드시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PPAS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PAS를 자녀의 지원서에 추가하십시오. 지원서는 12월 2일 마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지원서에 PPAS를 추가한 모든
학생은 오디션에 초청될 것입니다.
2. 자녀의 PPAS 오디션 준비를 도와 주십시오. 오디션 준비 및 장소 등의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십시오:
ppasnyc.org

3. 자녀의 성(라스트 네임) 밑에 적힌 오디션 일자에 자녀를 데리고 오십시오 - 별도의 수험표나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 일자 중 하루에 오디션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 성

날짜

시간

G-M

1월 11일 토요일

12pm (정오)

A-F

N-R
S-Z

1월 11일 토요일

8am

1월 12일 일요일

8am

1월 12일 일요일

12pm (정오)

학생 선발 기준은 학업능력 및 오디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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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차터 중학교

입학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각 학교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다음은 2019-2020 학년도에 6학년 과정을 개설하는 뉴욕시 차터 중학교 목록입니다. 모든 차터 중학교에서 6학년 신입생을 받는 것은 아니니 유의 하십시오.
가장 최신 입학 정보는 각 학교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뉴욕시 차터스쿨에 입학하는 방법 | schools.nyc.gov/Charters

NYC 교육감 승인 차터스쿨 (DOE) | infohub.nyced.org/reports-and-policies/school-quality/charter-school-renewal-reports
뉴욕주립대 이사회 승인 차터 스쿨(SUNY) | newyorkcharters.org/progress/school-performance-reports
뉴욕주 교육부(SED) | p12.nysed.gov/psc/csdirectory/CSLaunchPage.html
학군 7

Academic Leadership Charter School | 84X491
학년: K-8 | 718-585-4215 | www.alcsbronx.org

American Dream Charter School (The) | 84X471

학년: 6-12 | 718-585-3071 | www.theamericandreamschool.org

Brilla College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X387
학년: K-8 | 347-273-8439 | www.brillacollegeprep.org

Bronx Global Learning Institute for Girls Charter School, The Shirley... | 84X389
학년: K-8 | 718-993-1740 | www.bgligschool.org

Creo College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X612
학년: 5-6 | 347-216-9246 | https://www.creoprep.org/

Emblaze Academy Charter School | 84X606

학년: 5-7 | 929-388-0011 | https://emblazeacademy.org/

Family Life Academy Charter School II | 84X233
학년: K-8 | 718-665-2805 | flacs2nyc.com

KIPP Academy Charter School | 84X704

학년: K-12 | 212-991-2626 | https://www.kippnyc.org/schools/

Legacy College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X585
학년: 6-9 | 347-746-1558 | legacycollegeprep.org/

Mott Haven Academy Charter School | 84X394
학년: PK-8 | 718-292-7015 | www.havenacademy.org

South Bronx Charter School for International Cultures and the Arts | 84X309
학년: K-8 | 718-292-5737

South Bronx Classical Charter School II | 84X364
학년: K-8 | 718-292-9526 | www.classicalcharterschools.org

Universtity Prep Charter Middle School | 84X615
학군 8

학년: 5-7 | 718-292-6543 | http://upchs.ss6.sharpschool.com/contact_school/university_prep_middle_school

Boys Preparatory Charter School of New York | 84X465
학년: PK-7 | 718-860-8774 | www.boysprep.org

Bronx Charter School for the Arts | 84X730
학년: K-8 | 718-893-1042 | www.bronxarts.net

Girls Preparatory Charter School of the Bronx | 84X487
학년: PK-8 | 718-292-2113 | www.publicprep.org

Grand Concourse Academy Charter School | 84X165
학년: K-8 | 718-684-6505 | www.gcacs.org

Hyde Leadership Charter School | 84X345
학년: K-12 | 718-991-5500 | www.hydebronxny.org

Icahn Charter School 7 | 84X362

학년: K-8 | 718-328-5480 | www.icahncharterschool7.org

South Bronx Early College Academy Charter School | 84X492
학년: 6-8 | 929-291-7700 | sbeca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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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x 차터 중학교

입학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각 학교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학군 9

Bronx Academy of Promise Charter School | 84X419
학년: K-8 | 718-293-6950 | bronxacademyofpromise.com

Bronx Preparatory Charter School | 84X703
학년: 6-12 | 718-294-0841 | bphs.democracyprep.org

Harriet Tubman Charter School | 84X706
학년: K-8 | 718-537-9912 | www.HTCSBronx.org

Icahn Charter School | 84X717

학년: K-8 | 718-716-8105 | icahncharterschool1.org

Metropolitan Lighthouse Charter School | 84X461

학년: K-12 | 718-893-0640 | www.lighthouse-academies.org/schools/metropolitan/

Mott Hall Charter School | 84X177

학년: 6-8 | 718-991-9139 | www.motthallcharterschool.org

Success Academy Charter School - Bronx 3 | 84X380
학군 10

학년: K-8 | 646-597-4641 | www.successacademies.org

Atmosphere Academy Public Charter School | 84X460
학년: 6-8 | 718-696-0493 | www.atmosphereacademy.org

Bronx Community Charter School | 84X398
학년: K-8 | 718-944-1400 | www.bronxcommunity.org

KIPP ALL Charter School | 84X617

학년: 5-7 | 212-991-2626 | https://www.kippnyc.org/schools/

KIPP Freedom Charter School | 84X598
학군 11

학년: K-2,5-7 | 212-991-2626 | https://www.kippnyc.org/schools/

Bronx Charter School for Better Learning II | 84X484
학년: PK-5 | 718-655-6660 | bronxbetterlearning.org

Bronx Charter School for Excellence | 84X255
학년: K-8 | 718-828-7301 | www.bronxexcellence.org

Equality Charter School | 84X488

학년: 6-12 | 718-459-9597 | www.equalitycharterschool.org

Icahn Charter School 2 | 84X378

학년: K-8 | 718-828-6107 | www.icahncharterschool2.org

Icahn Charter School 3 | 84X422

학년: K-8 | 718-828-0034 | www.icahncharterschool3.org

Icahn Charter School 4 | 84X496

학년: K-8 | 718-828-0034 | www.icahncharterschool4.org

Icahn Charter School 5 | 84X538
학군 12

학년: K-8 | 718-828-0034 | www.icahncharterschool5.org

Bronx Lighthouse Charter School | 84X185

학년: K-12 | 646-915-0030 | www.lighthouse-academies.org/schools/bronx/

Children’s Aid College Prep Charter School | 84X124
학년: K-8 | 347-871-9002 | www.childrensaidcollegeprep.org

Dr. Richard Izquierdo Health and Science Charter School | 84X482
학년: 6-12 | 718-378-0490 | www.healthscienceschool.org

Icahn Charter School 6 | 84X133

학년: K-8 | 718-294-1706 | www.icahncharterschool6.org

New York Center for Autism Charter School Bronx | 84X587
학년: Ungraded | 718-860-5910 | www.nycautismcharterschool.org/

South Bronx Classical Charter School | 84X346

학년: K-8 | 718-860-4340 | www.classicalcharter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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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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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패밀리 웰컴 센터 업무 시간과 각 학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를 알아보려면
schools.nyc.gov/WelcomeCenters를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학군은 MySchools(

Bronx 패밀리 웰컴 센터
1
2

MySchools.nyc)에서 계정을 만들어 확인하시거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1 Fordham Plaza, 7th Floor, Bronx, NY 10458

§1230 Zerega Avenue, Room 24, Bronx, NY 10462

Manhattan 패밀리 웰컴 센터
3

4
5
6

§George Washington Educational Campus | 549 Audubon Avenue, New York, NY 10040

§388 West 125th Street, 7th Floor; Room 713, New York, NY 10027

§333 Seventh Avenue, 12th Floor; Room 1211, New York, NY 10001
§166 Essex Street New York, NY 10002 | 관할 학군 1

BRONX

Queens 패밀리 웰컴 센터
7
8
9

§28-11 Queens Plaza North,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1

3

§30-48 Linden Place, 2nd Floor, Flushing, NY 11354

2

§90-27 Sutphin Boulevard, 1st Floor, Jamaica, NY 11435

4

10 §Beach

Channel Educational Campus | 100-00 Beach Channel Drive,
Rockaway Park, NY 11694 | 관할 지역 Rockaways

Brooklyn 패밀리 웰컴 센터
11 §29

Fort Greene Place (BS12), Brooklyn, NY 11217

12 §1665
13 §1780
14 §415

8

7

5

QUEENS

St. Marks Avenue, Room 116, Brooklyn, NY 11233
Ocean Avenue, 3rd Floor, Brooklyn, NY 11230

6

89th Street, 5th Floor, Brooklyn, NY 11209

Staten Island 패밀리 웰컴 센터
15 §715

MANHATTAN

9
11
12

Ocean Terrace, Building A, Staten Island, NY 10301

BROOKLYN

15

14

13

STATEN ISLAND
10

전형 과정에 늘 관심을
두십시오

schools.nyc.gov/Connect§|§중학교 전형 이메일
리스트 신청을 하시면 지원 정보 및 주요 일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Middle§|§배정절차를 비롯한
중학교 입학전형 전반에 관해 알아 보십시오. 최신 소식
및 행사 정보를 받으십시오. 학군별로 가을 중학교 박람회
일자가 다릅니다—다음 웹사이트에서 날짜, 시간, 장소를
알아보십시오:
0

중학교 박람회는 가을에 개최됩니다.

학교들을 찾아보고
지원하십시오.

MySchools.nyc§|§MySchools는 귀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들을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서이자 개별화된
지원서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중학교들을
알아보고,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할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중학교에 지원하십시오—모두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0

중학교 지원 마감일 12월 2일 월요일.

2019년
S
1
8
15
22
29

M
2
9
16
23
30

12월
T
3
10
17
24
31

W
4
11
18
25
1

T
5
12
19
26
2

F
6
13
20
27
3

S
7
14
21
28
4

저희가 돕겠습니다!

중학교 입학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십시오.
 전화 문의 718-935-2009.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세요. 센터 위치는 이
안내서의 뒷표지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 및
근무시간 schools.nyc.gov/WelcomeCen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