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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친애하는 7학년 학생 가족 여러분들께,
저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께 제 자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Mrs. Liendo이며 저는 The Bell
Academy의 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입니다. 저는 다음 학년도 전반에 걸쳐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여러분 및 가족들과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분에게 어떤 고등학교가 적합할지를 시작하시면서, 조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안내서를 활용하여, 귀하는 관심있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안내서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핸드북은 학교가 수령하는 대로 9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음 링크에서 2014-2015
학년도 고등학교 안내서 온라인 버전을 참고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NR/rdonlyres/6EBFAB79-2001-48FA-8680E494DF2CE20C/0/20142015HSD_FullDirectory.pdf.
자녀분이 받은 학생 활동 가이드를 통해 어떤 학교의 종류를 선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자녀의 성적 및 과외활동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지원서를 작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에 관해 조사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들입니다:
교육청 웹사이트: www.nyc.gov/schools/ChoicesEnrollment/High
책임 정보: www.nyc.gov/schools/accountability
통학 시간 및 통학 안내: www.mta.info

등록담당실에서는 가을 지원 시즌 및 고등학교 박람회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여름 중 주최합니다. 첫번째 워크숍은
고등학교 지원 입문으로 7월 17일 오후 6:30 Queens College에서 실시됩니다. 두번째 워크숍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안내로 7월 24일 오후 6:30 Queens College에서 실시됩니다.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The Bell Academy에서 고등학교
정보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에 관심을 가진 가정은 www.tachsinfo.com를 방문해 11월 실시되는
TACHS 시험 등록을 하고 가을학기 중 저에게 TACHS 지원자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조사 내용에 더해, 이번 가을 입학관련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보십시오. 교육청에서는 뉴욕시
고등학교 박람회를 2014년 9월 주최하여 여러분께서 뉴욕시 고등학교들의 관계자, 학생 및 교사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보로별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셔서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세션, 오픈하우스, 학교 투어, 공연예술학교 오디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학생 가정의 책임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 연락정보 및 오픈 하우스 정보는 고등학교 안내서의 "연락
정보"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중요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마감일 및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시도록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chools.nyc.gov/Subscribe/default.htm. 자녀분은 가을학기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 (SHSAT)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고등학교 등록담당실에서 행사 및 마감일
캘린더를 제공합니다.
계속 연락을 드릴 것이며 자녀분에게 배포하는 고등학교 입학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고 학교 웹사이트의 카운셀링 코너를
이용하십시오 (www.thebellacademy.com). 올 해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12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마치실때까지 여러분과 학생들과 함께 일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Mrs. Liendo
학교 카운슬러
T&I-21256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