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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메시지
학부모님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취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90% 정도가 구인시장에서 고등교육 받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교육적 성취는 원하는 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질뿐만 아니라, 장차 보다 높은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교육감으로서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21 세기형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장애학생과 ELL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도 보다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저희는 이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취임 이전까지,
뉴욕시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10 년 이상 향상없이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졸업률은 역대 최고인 65%이며, 뉴욕시립대학에 신입생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는 9 천명
이상 증가하여, 2002 년에 16000 명 이던 것이 2009 년에는 25500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갈 길은 멉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인생을
준비하도록 부모님과 지역사회에서도 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앞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다른 뉴욕시 부모들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해마다 필요로 하게 될 여러 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충고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본 안내서에 나온 여러 가지 제안과
전략들을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활용하며, 주변 이웃들과도 그 내용을 공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녀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교사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자녀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교육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nnis M. Walcott
뉴욕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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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8년전, 제가 뉴욕시 교육청 학생등록 담당실 총책임자로 있을 때
학부모님, UFT 회원 및 학교 리더들이 브루클린 지역 몇몇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에
관해 상의하고자 제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와 구성원들을 대변하여 매우 헌신하였고, 당시 뉴욕 고등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그 분들의 열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부모님들 (이 중 한 분은 고등학교 가이던스 카운슬러로
재직)은 계속 만남을 지속하였고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협력의 첫 결실은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기 - 학부모님을 위한 유용한 정보" 책자였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그 후로도
이어졌고, 그 후 이 학부모님들은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전형에 관한 문제점과 의견들을
학생등록 담당실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초, 그 중 일부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 친선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석 달 가까이 매 주말마다 실시되면서 5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이 부모님들은 각종
고등학교 입학 워크숍이나 학교 설명회에서 활약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의 학군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친선대사 활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학부모님들과 저는 대학진학 정보를 담은 책자를 펴 내면
어떨까 의논하였습니다. 이윽고 학생등록 담당실의 일부 직원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정보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제가 학생등록 담당실 총책임직에서 물러날 무렵, 부모님들과 저희는 이 안내책자를
출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였으나 이것이 대학 문제를 다루는
일인데다가 마침 제가 사임을 했던 터라 이 일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였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매주 만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대학진학 준비와,
자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로 성장해 갈 때 부모님들께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Office of Postsecondary Readiness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매우 값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제공하였고, 저는 멘토링과 편집에 주로 참여하여 부모님들로부터 더
다채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고,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결과물을 만드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월콧 교육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책자 출간에 도움을 주신 Office of
Post-Secondary Readiness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교육청 전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마침내 이 안내책자가 출간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부모님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의 경험담을 이끌어 내고, 학부모를 위해 학부모가
직접 책을 쓰는 일을 해 온 지난 2년간은 제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본 책자를 출간하기
Morty, Nancy, Rose
도움을 받았습니다.
협력해 주신 수많은

위해 너무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Beverly, Claudette, Maura, Mei, Monique,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Annie, Ramona, Trevor로부터도
그리고 본 책자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감을 주신 분들은 지난 수년간 저희와
학부모님들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분들의 땀의 결실입니다.
Elizabeth A. Sciab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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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학부모님들
Claudette Agard
제가 부모로서 학교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아이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다른 부모들에게도 제공하고,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PA 회장을, 맨해튼
보로 고등학교 회장위원회 의장을, 그리고 뉴욕시 전체 교육감 학부모 자문위원회에서
공동희장을 맡아 일해 왔습니다. 또한 뉴욕주 교육부 학부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최소 5 군데 폐교조치 검토 학교(SURR) 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브루클린 제 17 학군 교육위원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 Mei Chan
저는 어렸을 때 이민와서 뉴욕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제 유년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아이들로부터 최상의 교육효과를 이끌어 내려면 학부모들이 활발하게 학교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Brooklyn Technical High School 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자녀가 청소년기를 잘 지내고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부모 그룹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공립학교
학부모로서의 경험과 그간 배우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멘토 역할을 해 주신 Liz Sciabarra 와 함께 다른
부모님들과 이 그룹에서 일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Rose Dasch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부모가 적극 개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초등, 중, 고등학교 PA에서 회계와 회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 후 회장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제 22학군 리더십팀과 교육감 부속
학부모 자문위원회에 파견할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9년째 Edward R. Murrow High
School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진학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다른 여러
부모님들의 경험과 충고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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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que Lindsay
저는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이며, 제 아들 중 하나는 브루클린의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제 아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해야 나중에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학부모
단체에서 일해 왔으며, 모든 단계의 학부모 활동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는
PA/PTA, 학교 리더십팀, 타이틀1 학부모 자문위원회, 학군 및 보로 회장위원회,
학군 리더십팀 및 교육감 부속 학부모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중, 고등학교 Learning Leader이자 고등학교 입학전형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희 교회 Education Ministry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전미 교사 연맹 학부모 아웃리치 위원회(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Parent
Outreach Committee) 위원이자 고등학교 학부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Beverly Marshack
저는 제 첫 아이가 유아원에 입학하던 해인 1989년부터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해
왔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을 돕고 견학에 따라나서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이틀 1 회의에 저희 학군 대표로 참여하면서 뉴욕시 차원의 학부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여러 해 동안
봉사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UFT 학부모 아웃리치 위원회 하부의 고등학교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교육청 직원들과 학부모, 교사, 가이던스
카운셀러 등이 모여 협력하는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교육청
학생등록 담당실과 함께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기-학부모님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0년, 학생등록 담당실은 학부모 리더 중 일부를
훈련시켜 "학부모 친선대사" 를 양성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교육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 안내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Morty Marshack
뉴욕 브롱스와 퀸즈에서 공립학교를 졸업한 저는 공립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브롱스 남부의 초등학교에서 3년간 교편을 잡은 저는, 그 후 변호사로서 새 진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뉴욕시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교육과 학업발전을 위해 모든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모든 오리엔테이션 및 오픈스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언제든 제 아들들과 자신있게 학교 공부나
생활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모든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고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전형절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제 대학진학을 앞둔 아이들을 도와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는 제가 그동안 부모로서 했던 많은 활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여러분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대입 및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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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a McGovern
저는 제 두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공립학교 학부모님들과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한 정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이자 가이던스 카운셀러로서 각 학교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담당자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존의 학교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방대한지(혹은 그렇지 못한지)
아신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뉴욕시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다채로운 교육적 요구가 있다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뉴욕의
학교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뉴욕시 외부에서, 다른 주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테크놀로지에 매우 박식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을 뒷바라지하고 성공을 돕기 위해 확실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에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안내서를
출간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Nancy Sher
저는 현재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저는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장차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구하기 바라는, 저같은 학부모들에 의해 제작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자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원하는 직업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찬
안내서입니다. 본 안내서 제작에 쏟은 저희의 모든 노력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 학부모 Trevor Bowes, Ramona Floyd, Annie L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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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희는 같은 학부모로서 6 학년에서 12 학년 사이의 자녀 교육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님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본 안내서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학교생활의 각 단계를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직장생활로 점차 발전해 나가는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장차 대학과 직장생활이 주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본 안내서에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값진 배움의 기회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우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학과 직장
선택에 있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탄탄한 학업적 기초를 쌓고 미리 계획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 년제나 4 년제 대학진학(각종 자격증,
면허증, 전문대 또는 학사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이나 기술 또는 직업 프로그램, 도제, 또는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선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성장해 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은 물론, 그간 몸에 배인 공부습관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대학 및 구직 준비: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대학 생활 준비"라는 말에는 대학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행동,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 중 일부를 본 안내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중에 보충 수업을 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업코스가 있습니다. 보충수업(remedial class)이란 대학 수준의 과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기초 학력를 다지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충수업은 대학 배치 시험에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나,
수업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준비 과정에서는 단지 학교 수업을 듣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성실한 공부습관과 학습기술, 사회성, 대인관계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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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변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과 직장을
구하려면 고등학교 과정 이후 최소한의 특화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며, 그보다 더 보수가 좋은
직업은 최소한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학생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고등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보수가 높아집니다
급성장하는 21세기형 직업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보다 훨씬 높은 학력을 요구합니다.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연봉:
고등학교 중퇴자

$23,088

•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고등학교 졸업자

$32,552

• 더 높은 고용기회와 안정된 직장

2년제 대학 졸업자

$39,884

• 보다 많은 복지혜택(예, 의료보험)

4년제 대학 졸업자

$53,976

전문 학위

$83,720

• 더 많은 직업, 더 나은 직장과 기회

• 구직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

출처: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통계청, 2011년

학부모/보호자의 참여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신념을 심어주는 것도 부모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공부 및 생활습관
자녀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공부 및 생활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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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행동/기술

학생 행동의 예

부모로서의 전략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자녀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입니까?)

(관련 기관이나 같은 학년,
혹은 한 두 학년 앞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성실한 학교 출석:

정말 아플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의 자녀는 실랑이 없이
잘 등교합니까?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인데도
"휴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교육청 웹사이트나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가이던스
오피스로부터 학사일정 캘린더를
구하십시오. 이 캘린더에서
정확한 휴일과 시험기간,
오전수업만 있는 날,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시간 지키기

여러분 자녀는 모든 일에 늘
시간을 지킵니까? 등교길이
정체될 것에 대비하여 15분
정도 여유시간을 갖고
출발합니까?

가정의 출입문 근처에 학교에 늘
가져가는 물건이나 겉옷 등을
걸어두어,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는 다음날
등교하는데 필요한 책가방과
복장, 과제물 등을 모두
챙겼는지 확인하십시오.

협조/협동

여러분 자녀는 숙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잘 협조합니까?

가정에서 자녀 또래의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그룹활동에서
자신의 몫만큼을 해냅니까?

자녀 친구들의 "전화번호부"를
함께 작성해 보십시오.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숙제나 프로젝트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자녀는 질문에 답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명확하게 말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합니까?

자녀와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시선을 마주치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녀에게 지시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명료하게 말하십시오.
자녀가 독서를 많이 하여
어휘력을 쌓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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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꼭 필요한 행동/기술

학생 행동의 예

부모로서의 전략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자녀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입니까?)

(관련 기관이나 같은 학년,
혹은 한 두 학년 앞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나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기

여러분 자녀는 남의 말을
도중에 끊지 않고 잘
들어줍니까?
여러분 자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혹은 놀이할 때
규칙을 잘 지킵니까?

신뢰형성: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

여러분 자녀는 잔소리를 안
해도 주어진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자신이 약속한
일을 그대로 합니까?

공부 습관: 학습 내용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것,
말이나 글로 잘 발표할 수 있는
능력

부모님께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부모님도 자녀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지는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양편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자녀와 함께
그 일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각
단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녀가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체크해
나가십시오.

부모님이 묻지 않아도 학교에서
나눠준 전달사항을 잘
전달합니까?

집안에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자녀가 학교에서 받은
모든 통신문을 넣어둘 수 있게
하십시오. (부모님은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수업 중 필기한
것을 매일 복습합니까?

가정에 자녀가 조용히 앉아
숙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집에서도
교과서(또는 교사가 내준 기타
유인물)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숙제할 때
휴대전화나 TV 컴퓨터(숙제에
필요한 경우 제외)를
멀리합니까?

필기를 깨끗이 하고 있는지
노트를 확인하십시오. 각 과목별,
날짜별로 학습물을 분리하여
정리하십시오.
그 날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자녀를 도와 학교 과제/숙제를
진행할 일정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녀가 전과목을 고루
공부하는지, 어느 특정 과목의
수업이나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숙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제일 먼저 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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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꼭 필요한 행동/기술

학생 행동의 예

부모로서의 전략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자녀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입니까?)

(관련 기관이나 같은 학년,
혹은 한 두 학년 앞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근면성: 힘들거나 지루한 과제도
반드시 제 시간 내에 다
완수하려는 욕구

여러분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시작합니까?

자녀가 숙제를 받는 즉시
시작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매일 숙제를 다 해 갑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장기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마감일 훨씬 이전에 미리미리
해 놓습니까?
동기: 주어진 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함

여러분 자녀는 특별활동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뉴욕시의
문화기관들을 둘러보고
있습니까?

자아성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각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내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여러분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목표를
설정하였습니까? (가령,
의료계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과학과 수학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먼저 한 다음, 쉬운
과목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순서를 이리저리 바꿔서 시도해
보는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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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자녀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각종 클럽에 가입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도서관, 미술관, 역사 유적지
등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자녀가 학습 시간과 장소를
설정할 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지도하십시오.
자녀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자녀의 요구를 정상적인
학습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녀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휴식시간이나 간식,
음악이라도 허용하십시오.

(앞 페이지에서 계속)

꼭 필요한 행동/기술

학생 행동의 예

부모로서의 전략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자녀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입니까?)

(관련 기관이나 같은 학년,
혹은 한 두 학년 앞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글쓰기: 생각을 정리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편집하고,
타인의 평가를 반영하여 글을
고쳐 쓰기. 정확한 문법과 철자,
글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나타내기

여러분 자녀는 과제를 받았을
때, 먼저 대충의 윤곽을 잡은 후
초벌 글을 쓰고, 그 후 다시
고쳐 쓰는 과정을 반복합니까?
최종 원고는 철자와 문법에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종이에 옮겨 쓰거나
타자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녀가 매일 독서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자녀와 함께 자녀가 작성한
초안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자녀가 의견을
제시하게 하십시오. 이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의 글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친구의 글이나
웹사이트에서 본 내용을 베껴
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분석력: 데이터와 정보를
살펴보고, 비교하고, 차트와
정보를 설명하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자녀는 사실(팩트)와
생각, 의견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해석력: 팩트에 근거한 답을
내야 할 경우 논리/추론 사용,
유사점과 차이점 알기

여러분 자녀는 어떤 특정
행위(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가령 눈이 온다면,
누군가 그것을 치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팩트"를 파악하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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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잡지에서 표나 차트,
그래프를 함께 찾아 보십시오.
자녀에게 이 그래프나 표를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자녀에게 단순한 예나 아니오
대답이 아닌, 사실적이거나
상세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자녀의 학습물을 검토할 때,
자녀가 쓴 답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물어 보십시오.

(앞 페이지에서 계속)

꼭 필요한 행동/기술

학생 행동의 예

부모로서의 전략

(성공적인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 자녀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입니까?)

(관련 기관이나 같은 학년,
혹은 한 두 학년 앞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정확성: 정보를 여러 차례
검토한 후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답을 제시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해결 및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사용.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창조하는 능력

여러분 자녀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이나
근거를 열거해 가며 답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
독서나 자료조사 후 보다 많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단순한 예나 아니오
대답이 아닌, 사실적이거나
상세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 (교과서나 백과사전
찾아보기, 컴퓨터로 정보 찾기,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
활용)을 활용합니까? 찾아낸
정보 중 가장 좋은 정보만을
선정하여 과제를 완수합니까?

부모님은 일상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끝마치는지, 그
과정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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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습물을 검토할 때,
자녀가 쓴 답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물어 보십시오.

한 가지 일을 마칠 때,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서
"최선"의 방식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설명하십시오.

부모님들께서 학교와 협력관계를 굳건히 할 때, 학생들의 학업습관은 더욱 강화됩니다. 염려되는
점이 있을 때 이것을 학교에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며,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 의논하십시오. 그간 저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자녀가 유치원일 때부터 시작하여 12 학년이 될 때까지 학부모-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학교에는 내 아이를 위해 최상의 요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 핵심 학습표준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뉴욕주에서는 최근 공통 핵심 학습표준(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이라 불리는 일련의
새로운 학습표준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2015 년까지 점차 확대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공통 핵심 학습표준은 각 학년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할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및 취업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 새로운 학습표준을 차후 3 년간 점진적으로 수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통
핵심 학습표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hools.nyc.gov/Academics/CommonCoreLibrar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통 핵심 학습표준은 개정된 뉴욕주 (“NYS”) 평가시험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개정된 새
평가를 통해 우리 -교사와 학생들-는 학생들이 대학과 직장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학년마다
어떤 내용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괜한 불안함을 없애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숙제를 다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충분한 시험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homeinstructionschools.com/shack/3-8examreview.html
www.homeinstructionschools.com/regents.htm
www.regentsreviewlive.net
www.regentsprep.org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직장생활로 이어지는 여정을 가는 동안 매 단계마다
뉴욕주 시험과 리전트 시험을 통해 각기 다른 과목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 학생이 각
과목의 학업능력에서 강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사, 부모, 학생들이
대학진학과 취업 준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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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녀가 성실한
공부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자녀가 성실한 공부습관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녀가 시험에 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격려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녀가 시험에
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아두실 점: 자녀가 504 항 조정계획 하의
개별교육계획(IEP)을 갖고 있는 장애학생이라면, 시험을
치를 때 추가 시간을 받거나 특별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입학 시험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할 경우(LEP 나 ELL),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거나 추가 시간을 받거나, 기타
특별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뉴욕주 시험
중학교
중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뉴욕주 시험을 치릅니다:


6 학년 – 영어(ELA) 시험; 수학 시험



7 학년 – 영어(ELA) 시험; 수학 시험



8 학년 – 영어(ELA) 시험; 수학 시험; 과학 시험*

*일부 중학교에서는 8 학년에 보다 높은 과정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년도 말에 리전트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의 과정입니다. 만일 학생이 해당
수업과 리전트 시험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한다면, 이 학생은 고등학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고급 과정이 자녀의 학업기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적절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뉴욕주 리전트 및 뉴욕시 LOTE 시험을 치릅니다:


영어(ELA) 리전트



수학 리전트: 통합 대수학(Integrated Algebra) I, 기하학, (Geometry), 대수학(Algebra) II
/삼각함수(Trigonometry)



과학 리전트: 생물(Living Environment), 지구과학(Earth Science), 화학(Chemistry),
물리(Physics)



역사 리전트: 세계사(Global History) & 지리(Geography), 미국사(U.S. History) &
행정(Government)



LOTE (영어 이외의 언어) 시험: 여러 가지 외국어로 시행되는 리전트와 유사한 종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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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섯 과목(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 지리, 미국사 & 행정) 모두에서 각각 65%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8 년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최소 여덟 과목(영어, 수학 세 종목, 생물,
피지컬 사이언스, 세계사 및 지리, 미국사 및 행정) 및
LOTE 시험을 최소 65% 이상의 점수로 통과해야 우수
리전트 졸업장(Advanced Regents 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리전트 졸업장 취득을 위해서는
3 년간의 외국어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10 학년이 넘어가기 전에 외국어 수업을 듣도록
권유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각종 요건은 예술이나
직업기술교육(CTE)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르며, 9 학년 입학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CT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시
평가를 치러 해당 CTE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중
상당수는 업계 인증서나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ACT 보다
SAT 점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에선
두 가지 모두 허용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은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에 관한 자세한
좋습니다.
정보는(장애학생 및 CTE 프로그램 포함)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chools.nyc.gov/RulesPolicies/GraduationRequirements/default.htm. 또한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를 만나 졸업요건에 관해 상의하고 여러분 자녀는 언제 리전트나 LOTE
시험을 치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 치러야 할 시험
대학 입학 시험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표준화 시험으로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ACT 보다 SAT 점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에선 두 가지 모두 허용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은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허용하는 대학이라면, 자녀가 각 시험을 연습 삼아
치러보고 어떤 것이 더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시험은 www.collegeboard.org 나
www.act.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PSAT – 예비 학력 평가 시험(Preliminary Scholastic Assessment Test )– College Board 에서
제공하는 이 시험은 비평적 독해력, 수학문제 해결능력 및 작문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시험은
장차 SAT 점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며, 각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공할 학생들을
물색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10 학년이나 11 학년 때 두 차례 치를 수 있고,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정규 일과 중에 무료로 실시됩니다. National Merit 및
National Achievement Scholarship 수상 후보를 선정할 때에는 11 학년에서 받은 성적만이
인정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ollegeboard.com/student/testing/psat/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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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I – 학력평가 시험 I 논리력 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 I Reasoning Test) – College
Board 에서 제공하며, 선다형과 에세이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비평적 독해력과
수학 및 작문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 시험은 주로 11 학년이나 12 학년에서 치르며 2400 점
만점입니다. 이 시험은 한 번 이상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11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 입학사정 시에는 여러 차례 치른 시험 중 최고 점수를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카운셀러에게 응시료 면제나 장애인 편의제공 등을 문의하십시오. 이 시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sat.collegeboard.org/home 를 참조하십시오.



SAT II Subject Tests – 학력평가 시험 II 과목별 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 II Subject Test) –
이 시험은 특정 과목에서의 지식과, 그 지식의 응용력을 평가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은
대개 SAT II 점수를 요구합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해당 과목 수업을
1 년간 이수한 직후 치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응시료 면제나 편의제공 등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이 시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sat.collegeboard.org/home 를 참조하십시오.



ACT –미국 대학 시험 평가(American College Testing Assessment)– American College Testing 에서
실시하는 이 시험은, SAT I Reasoning Test 대신 치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엔 작문이
포함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과목은 영어, 수학, 독해, 과학 및 작문으로서 만점은
36 점입니다. 필요한 경우 응시료 면제나 편의제공 등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이 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ct.org 를 참조하십시오.

각 대학들은 이러한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학생이 대학에 와서 얼마나 학업을 잘할 수 있을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다 해도, 그 학교에 가서 배정시험을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과정 선이수(AP) 시험
이 시험은 일명 AP 로 부르는 공식적인 College Board 과정 수업을 마친 후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점수는 3, 4, 5 점 등으로 나타나며, 대학에서는 이 점수를 보고 학생의 대학수업 준비도를
평가합니다. 4 점이나 5 점을 취득한 학생은 해당 과목의 대학 수업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AP 과목을 이수한 기록이 있으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매우 수준
높은 교과과정에 도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llegeboard.com/student/testing/ap/about.html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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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관심
자녀의 학업발전을 계속 주시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숙제를 잘 해 가는지 장기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보이시면 자녀도 반응할 것입니다. 자녀의
발전에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을 주십시오. 또한 잘 못했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녀의 교사나 가이던스 카운셀러, 교감,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을 만나
면담하는 노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ARIS 학부모 링크 사용법을 익혀 여러분
자녀의 각종 학업진척에 관한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접하십시오.
(arisparentlink.org/parentlink 에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10 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로그인 하실 때에는 이메일
주소와 자녀의 ID (OSIS) 번호, 그리고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최초로 로그인 하실
때에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받으십시오. 가정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없는 경우, 인근
뉴욕시 공립 도서관을 찾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보이면 자녀도
반응할 것입니다. 자녀의
발전에 기대치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을 때에는 상을
주십시오.

자녀의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수업을 제공하는지 알아 보십시오. 이것은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적합한 수업을 듣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좀 더 어렵고 강도 높은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매 성적산정 기간이 끝날 때마다 자녀의 성적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중학교 성적기록에
정확한 성적과 출석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고등학교에서는 매 학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자녀의 성적증명서에 지금까지 이수한 모든 과목과 성적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매 학기마다 자녀가 취득한 학점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녀가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RulesPolicies/GraduationRequirements/default.htm
학교에서 자녀의 교사들과 만날 때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한 학습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고 다른
학생의 학습물과 비교하여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가 중학생일 때에는 각 과목에서 어떠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각 수업에서는 어떻게 성적을
매기는지, 그리고 매일 숙제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적당한 것인지, 좀 더 분발해야 할
과목은 없는지 등을 물어 보십시오.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중학교 때 했던 질문에 추가하여
자녀가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해당 과목 리전트 시험을 치를 준비는 되어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대학진학 상담, PSAT 및 SAT 준비, 직업탐구 등의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가정에서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을
돕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PTA 회의에도 참석하십시오. 정규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외에도 교사들과 약속을 잡아 면담하십시오. 교육청, 전미 교사연맹(UF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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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부모 워크숍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시어, 학사 일정과 행사 등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

고등학교 선택
자녀가 중학교 8 학년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고등학교 입학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또는 프로그램)를 지망순위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의 전형 방식, 입학 우선권, 정원, 학생이 기재한 학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망 목록에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순위의 학교에 학생을 배정(매칭)하게 됩니다. 뉴욕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너무도 다양한 까닭에, 앞서 경험한 부모들은 자녀가 6 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녀의 중학교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모든 정보는 카운셀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 카운셀러가 여러분이 자녀를 잘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 등록 담당실(Office of Student Enrollment)에서는 연중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고등학교와 프로그램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8 학년이 될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중학교 기간 내내 이러한
설명회에 참석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적표에 기록된 7 학년
성적표에 기록된 7 학년 최종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사용되는 성적입니다. 따라서 각 과목
수업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7 학년 때 치러지는 표준화 시험도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수록, 보다 다양한 학교들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사용되는
성적입니다.

다양한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 규모와 위치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욕시의 다양한 고등학교 형태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요구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 밖에 높은 학업적 기준을 요구하는,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및 프로그램들



오디션이나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구하는 예술 고등학교나 프로그램들



학업과 다양한 분야의 직업기술 지도를 병행하는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CTE)학교 및 프로그램들



해당 학교의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학교들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기에 입학절차를 치르는 차터스쿨 (차터스쿨 안내서 웹사이트:
schools.nyc.gov/community/planning/charters/Direc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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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안내서(High School Directory)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핸드북은 7 학년을 마친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이렇게 하면 8 학년이 시작되기 전 여름방학 동안 학생과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련된 뉴욕시 교육청의 모든 출간물(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한 고등학교 안내서
포함)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High/Publications.
위의 웹페이지에서는 이들 출간물의 번역본도 함께 제공됩니다.
가을학기 중에는 여러 차례의 학교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시어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교 설명회에는
뉴욕시 전역의 고등학교들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파견하여 자기 학교를 홍보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자녀가 7 학년 일 때부터
함께 고등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자녀가 7 학년 일 때부터 함께 이런 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에 관해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학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High/videos.h
tm 에는 2011 년 여름에 개최된 고등학교 입학
워크숍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하면, 고등학교에 관해
생각해 볼 시간이 2 년이나
주어지는 셈입니다.

다수의 중학교에서도 인근지역 고등학교 대표들을
초청하여 자체 고등학교 설명회를 갖기도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설명회(High School
Night)를 개최하면 반드시 참석하시어 각 고등학교에서 나온 대표들에게 질문하고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고등학교들은 학교 투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안내서에 각 학교 투어 정보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만일 안내서에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각 학교 페이지에 나온 연락처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가 7 학년일 때부터 고등학교 투어에
나서기도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가급적 정규 수업이 진행 중일 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8 학년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지망하는 학교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직접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에는 통학시간도 반드시 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학 경로는
www.hopstop.com 를 참고하십시오.
고등학교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schools.nyc.gov/Subscribe 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교 정보 외에도 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 에서 제공하는
insideschools.org 를 참고하시면 학교들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학부모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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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친구 부모들과도
대화하시면,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 보다 손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제 때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학업이
뒤쳐져 4 년 안에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치학교(Transfer School)는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지닐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소규모 학교로서,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취업준비교육(Learning to Work: LTW) 프로그램은 거치학교 및 청소년
보로센터 (Young Adult Borough Centers:YABC)에서 제공되는 심도 있는 취업준비 및 직업탐구
활동으로서, 나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야간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거치학교, 청소년
보로센터(YABC) 및 GED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등학교 대안과정(Additional Ways to
Graduate) 안내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AlternativesHS/default.htm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책임 보고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를 물색 중인 부모님들께서는 뉴욕시 책임보고서(New York City
Accountability Report)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 보고서에는 진척보고서(Progress
Report), 교육수준 평가서(Quality Review) 및 학교 설문조사(School Surve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척보고서(Progress Report) – 각 학교들은 매년 가을에, 이전 학년도에 학생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학업 진척을 이뤘느냐에 따라 문자(A, B, C D 또는 F)로 된 성적표와 보고서를
받습니다. 진척 보고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업진척을 하거나 진학
준비를 갖추는데 학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합니다.



교육수준 평가(Quality Review) – 학년도 중 교육 전문가들이 2-2.5 일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운영진이나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해당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학교 설문조사(School Survey) – 매년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6-1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학교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학교의 학업적 기대와 의사소통,
참여도, 안전 및 존중 등의 종합적인 면학분위기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교장과 기타 운영진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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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미리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고등학교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기타 취업 또는
대학진학에 관련된 교사들과 면담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고교졸업 후
최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와

그 중 한 가지 진로는 4 년제 대학 진학입니다.
종합대학(University)은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시설과 대학원을 갖춘 대규모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며, 학사학위를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커뮤니티(Community) 및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는 2 년제 대학으로서
associate degree 를 제공하며, 특정 직업기술 분야에서 학위가 아닌 수료증(non-degree
cerfitication)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여 associate
degree 를 취득한 뒤 4 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학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대학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별 계획과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Urban League 에서 발간한
“학부모를 위한 대학 가이드(A Parent’s Guide to College)”를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nyul.org/pages/Parent_Guide_Order_Form.
또한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에서 제공하는 “(대학으로 가는 길(The Road to College)”은
http://www.newvisions.org/the-road-to-college/overview 에서 보실 수 있으며, 뉴욕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대학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한 도구(Tools to Help Students Prepare for College)”에도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schools.nyc.gov/StudentSupport/GuidanceandCounseling/CollegeCareerSupport/default.ht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업기술, 상업 및 비즈니스 학교들은 특정 분야의 직업을 위한 기술을 2 년 이내에 습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마치면 대개 자격증이나 인증서, 수료증을 취득하고, 때로는
associate degree 나 학사 학위 취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적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립대학들은 각 주나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에 진학하면 타주 거주자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등록금을 적용 받습니다.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CUNY)는 20개 이상의 대학들로 이뤄진 대규모
공립대학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uny.edu를 참조하십시오.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는 뉴욕주 내 60군데 이상의 캠퍼스로 이뤄진 대규모
공립대학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uny.edu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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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마련하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훨씬 비싼 것이 사실이나, 때로는 사립대학들이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립이나 공립대학을 고려할 때,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자녀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연방이나 주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이러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여러분의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의 액수는 여러분 가정의 소득, 부양해야
할 식구 수, 현재 여러분 가정에 있는 대학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가 대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연방 학자금 보조 무료 지원서(FAFSA)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방이나 주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사정으로 의한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지원서를 꼽으라면 바로
FAFSA 입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정한
양식으로서, 학생이 연방, 주,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 학비 대출,
근로장학(work-study)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지 판별하는 수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afsa.ed.gov 를 보십시오. 이에 더불어 많은 대학들에서는 CSS/Financial Aid profile 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ww.collegeboard.com/profile 를 참고하십시오.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경로의 옵션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사정에 따라 때로는 다수의 경로를 통해 학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LOAN)
학자금을 빌리는 것을 론(loan)이라 하며,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어디에서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상환조건이나 이자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Government Loans)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방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최대의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가정 경제사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정부 대출 학자금은 가장 타당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만으로
대학 등록금과 관련비용 일체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Federal
Perkins Loan; Federal Subsidized Stafford Loan; Federal Unsubsidized Stafford Loan; and Federal
PLUS Loan. 자세한 정보는 www2.ed.gov/finaid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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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학자금 대출(State Loans)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의 경제사정(need-based) 및 학생의 능력(merit-based)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esc.org 을 참조하거나 전화
1-888-NYS-HESC 로 문의하십시오.

민간 학자금 대출(Private Loans)
민간 학자금 대출은 은행과 같은 사설 대출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대학 등록금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설기관에서 받는 대출조건은 정부 대출만큼
좋지 못합니다. 또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장학금(GRANTS, SCHOLARSHIPS)
그랜트(Grant)나 스칼라십(scholarship)은 학생의 능력(학업성적 등)이나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제공되는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입니다. 이러한 장학금을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곳은 학교나 회사, 기관, 단체, 정부 및 민간 기업 등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을 지원하며, 액수나 수혜자격은 가정형편, 성적, 전공분야, 학생 관심사 및
기타 기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근거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 장학 프로그램(WORK-STUDY PROGRAMS)
연방 근로-장학 프로그램(The Federal Work-Study Program)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제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캠퍼스나 인근 지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주당 10-12 시간
일하며,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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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뉴욕시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학교
밖에서 멘토를 구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뉴욕시 학생들은
커뮤니티 봉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학생들은 입학원서에
다양한 경력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뉴욕시는 학생들에게
뉴욕시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매우 다양한 기회를
또한 학교와 항상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주요 학사일정, 마감일
제공합니다.
등을 꼭 기억하고 자녀가 뒤쳐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 전형에는 다양한 절차와 마감일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교육 "희망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6 학년에 되면, 상자 하나를 마련하여 자녀의 성적표, 상장, 수료증 및 각종 편지
등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 "희망상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조언들은 여러분 자녀가 6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성장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

부모님을 위한 조언

6학년
 자녀가 숙제와 학습에 있어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십시오. 자녀가 숙제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갖춰 주십시오.
 자녀가 가장 수준 높은 과정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학부모회(PA)에 가입하십시오.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 에 가시면 학년별로 요구되는
내용과 학사일정 캘린더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또한 ARIS 학부모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녀의 성적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한 학년도에 4-6 차례 배부되는 자녀의 성적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질문이 있을 때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나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와 친해지십시오.
 자녀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뒤쳐질 경우, 튜터링을 비롯해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뉴욕주 영어(ELA) 및 수학 시험이 봄학기 중에 실시됩니다. 자녀에게 이 시험의
중요성을 알려 주십시오. 뉴욕주 시험 성적은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써머스쿨, 다음
학년 수업 배정 등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와 상의하여 여러분 자녀가 뉴욕주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뉴욕시 전체를 학습도구로 활용하십시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박물관이나 문화기관,
역사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방문 후에는 자녀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여름방학에도 무조건 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자녀가 흥미를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찾아 보십시오.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녀의 경력을 보다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7 학년 표준화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독서 습관을
키우도록 하고, 인근 공립도서관에 회원증을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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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앞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낸 다른 부모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고등학교를 미리 물색하십시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뉴욕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설명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러한 설명회에는 각
고등학교 대표들이 나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이나
지원자격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사나 기타 중학교 교직원들과 꾸준히 연락하십시오.
 자녀가 6 학년 때 뉴욕주 ELA 나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 올해는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게 지도하십시오. 학교에서 어떤 튜터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교육청 웹사이트에 나온 각종 링크를 살펴 보십시오. 7 학년 때
받은 점수가 고등학교에 보내져 입학전형에 사용될 성적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www.bls.gov/k12 와 www.careerexplorer.net 를 통해 직업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많은 고등학교들은 특정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특정 기술에
초점을 두고 교육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지원 시에는 자녀의 관심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배움의 기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컴퓨터 캠프, 과학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캠프나 써머스쿨을 찾아 보십시오.
 모든 중학교에서는 책임지고 학생의 모든 성적을 영구 학적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의 학적 기록이 정확하고, 가장 최신 내용을 반영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실제로 그 학교에 통학할 때 걸리는 시간과 이용할 교통수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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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한 모든 마감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고등학교
안내서를 활용하고 워크숍에 참석하며, 자녀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에게 이러한 마감일을 재차 확인하십시오.
 9 월에 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SHSAT)을 신청하십시오. 지원서는 자녀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셀러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9 월에서 11 월 사이에는 고등학교 설명회에 참석하고, 개별 고등학교를 사전
예약하여 방문해 보고, 고등학교 안내서에서 각 학교별 지원자격과 선발방식(면접,
포트폴리오, 학교설명회 참석여부, 오디션, 시험 등)을 알아두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등학교 전형 워크숍, 오픈하우스, 설명회 등에 참석하십시오.
 12 월에 되면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작성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상의하여 자녀의
학습능력 및 관심사에 맞고 집에서 적당한 통학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하십시오.
고등학교 입학원서에는 최대 12 개 학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차터 고등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은 차터스쿨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각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원서 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ARIS 학부모 링크를 활용하여 자녀의 성적과 출석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봄이 되면 뉴욕주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 시험 점수들은
고등학교로 보내져 학생들의 9 학년 수업배정에 사용됩니다.
 8 학년에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6 월에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학점을 취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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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학부모회에 가입하고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자녀가 최소 1 개 이상의 학생 클럽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십시오.
 폴더를 따로 마련하여 매 학기마다 받는 성적표들과, 한 학년도가 끝나면 받는
성적증명서를 보관하십시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교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전 약속을 하고 교사나 가이던스 카운셀러, 교감 등과 만나십시오. 이들은 기꺼이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수업과 숙제 두 가지 모두에 집중하도록 지도하십시오.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훨씬 어려우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학 입학사정 시에는 학생의 9 학년 성적부터 모두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능하면 자녀가 높은 GPA 를 받아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www.bls.gov/oco)이나 Princeton
Review(www.princetonreview.com) 등을 이용해 계속해서 직업탐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녀에게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상담실을 자주 방문하고 진학
담당자들과 친해져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대학에
진학하면 좋은 점을 이야기 하십시오.
 자녀가 관심을 갖는 대학 세 군데를 골라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이들 대학에서
요구하는 GPA 와 SAT 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십시오.
 자녀가 어려운 학업 프로그램을 택하도록 권장하시고 적어도 10 학년부터 외국어
수업도 듣게 하십시오.(우수 리전트 졸업장 취득을 위해서는 3 년간의 외국어 과정
이수가 필수입니다.)
 여름방학 중에도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높은 과정의 수업을 미리 듣거나
인턴십(무급이나 유급)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지난 학기에 낙제한 수업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여름방학 중에 해당 과목을 재수강 해야만 제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과목과 학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십시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청 웹사이트에도 있고, 가이던스 카운셀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요건은 무엇인지, 대학진학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꼭
알고 계십시오.
 일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최소 8 학점을 취득해야 10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으나,
대개 11 학점 취득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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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요건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RulesPolicies/GraduationRequirements/default.htm.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매년 최소 한 군데 이상의 대학을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학교 수업이나 숙제 외에도 매일 독서를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자녀가 대학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여름방학 중 직장, 인턴십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한
이메일 주소를 권장합니다 (자기이름@gmail/yahoo, 등.). 지원서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이메일로 전달될 것입니다.
 자녀가 페이스북(Facebook)이나 기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게재하는 내용은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미래의 고용주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인터넷에
뭔가를 올릴 때에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SAT II 과목 테스트 응시료도 마련해 놓으십시오.
 자녀가 AP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교사나 가이던스 카운셀러, 또는
교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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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학년도 초에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보고 9 학년에 들은 모든 수업과 시험성적 등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8-12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충분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십시오.
 9 학년 때 작성했던 지망대학 목록 중 바뀐 내용이 있으면 새롭게 고쳐 쓰십시오.
대학 입학 요건을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대학들은 SAT II 점수를 요구합니다.
 10 월에는 뉴욕시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PSAT 시험이 실시됩니다. 이
시험에 응시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시험 결과를 통해 SAT 나 ACT 를 잘
치르기 위해 어떤 분야를 보강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11 학년에 PSAT 을 치르고
나면, 결과에 따라 merit scholarship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 학년에 미리 한 차례 이 시험을 치러보고 익숙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가능하면 자녀가 높은 GPA 를 받아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자녀가 www.collegeboard.org 에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십시오.
 대학 설명회에 다니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수업을 듣도록 권하십시오. 누구나 어려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AP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교사나 가이던스 카운셀러, 또는
교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특정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경우, SAT ll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고 응시료를 내야 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College Now 나 기타 대학수준의 과정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여름방학 중에도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자녀가 여름방학 중에 커뮤니티 서비스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대다수 시립대에서는 College Now 를
비롯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각종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녀가 어떤 특정
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름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한 여름방학 동안 PSAT/SAT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학교에서 이러한 준비과정을 제공하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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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학년도 초에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보고 그 동안 들은 모든 수업과 시험성적 등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20-22 학점을
취득하고 그 중 4 학점은 영어, 4 학점은 필수 사회과목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충분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십시오.
 모든 마감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감일을 지나칠 경우,
그만큼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가을에 PSAT 시험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 시험은 National Merit 및
Achievement Scholarship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시험입니다.
 또한 가이던스 오피스에 SAT 이나 ACT 시험 일정을 문의하십시오. 자녀가 5 월이나
6 월에 이 시험을 치르도록 예약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시간과 경제형편에 가장 적합한 시험준비 프로그램을 골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준비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급식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SAT 나 ACT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대학설명회에 참석하고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입학 기준, 등록금, 전형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 두십시오.
 자녀가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활동이나 과외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교과과정 외의 과외 활동에 참여하면 대학 진학이나 구직시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지망하는 대학에서 SAT ll 시험 점수를 요구할 경우, 이 시험도 신청하십시오.
 관심 있는 대학을 방문하십시오. 많은 대학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 투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자녀의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학 준비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십시오.
어떤 학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
지원을 돕습니다. 가이던스 카운셀러에게 이러한 행사 일정 캘린더가 있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집에 잘 붙여놓고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참고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수업을 듣도록 권하십시오. 누구나 어려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녀가 높은 GPA 를 받아 대학 입학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여름 방학 중에는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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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하십시오.
 또한 여름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대학들을 방문하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을 하며
SAT 등의 대입 준비를 하도록 지도하십시오.
 자녀의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AP 나 College Now, 기타 대학수준의 과정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FAFSA 4Caster 를 작성하고 자녀가 카운셀러와 만나 뉴욕주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New York State’s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Program: HEOP)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highered.nysed.gov/kiap/colldev/HEOP/documents/HEOPWebBrochure201112.pdf.
 자녀가 지망하는 대학 목록을 작성하되, 안전지원(safety school), 적정지원(target
school), 희망지원(reach school) 이렇게 각 항목당 각각 세 학교씩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대입원서 및 장학금 신청서에 사용할 에세이 초고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응시료 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 대입원서 수수료 비용을 모으십시오. CUNY 를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점차 응시료 면제대상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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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학년도 초에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보고 그 동안 들은 모든 수업과 시험성적 등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2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30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이던스 카운셀러나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자녀가 제 때
졸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업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봄 가을로 열리는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녀의 교사와 면담하십시오.
 대입 원서에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니, 자녀에게 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의 자서전을 쓰도록 도와 주십시오. 많은 대학들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입 에세이 쓰는 것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녀를 대신하여 에세이를 써주고
싶은 유혹은 참아 주십시오. 대입 에세이는 십대 청소년이 쓴 것이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귀 가정의 재산과 수입을 밝혀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W-2 양식 등의 사본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자녀가 지망하는 대학에서 SAT ll 시험 점수를 요구할 경우, 이 시험도 신청하십시오.
 자녀가 지망하는 대학의 전형 절차와 각종 마감일을 정확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 대학에서 보내온 각종 통지서나 레터 등을 잘 읽어 보십시오. 카운셀러와
상의하여 대학에서 보내온 학자금 지원 오퍼를 잘 비교하고 어느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십시오.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입학금 등을 제 때에 보내도록 하십시오.
입학금(디파짓)이나 서류가 제 때 도착하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여러분 자녀의 자리를
보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과 배정 시험 등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12 학년 병(Senioritis)”을 조심하십시오. 이는 힘겨운 대입과정을 마친 뒤
무기력하게 지내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동안에도 자녀가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 출석도 확인하십시오. (학교
출석관리실(attendance office)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결석했는지, 어떤 특정
과목에만 빠졌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12 학년 봄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주시하십시오. 자녀가 어떤 과목에서 낙제한다면 제 때 졸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마지막 학기 성적이 앞선 7 학기의 성적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경우, 이미 입학허가를 내 준 대학에서도 입학취소나 장학금 지급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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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계속
 10 월, 11 월, 12 월, 1 월, 4 월, 5 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0 월 – CUNY 입학원서 제출. 추천서 써 줄 사람들에게 부탁. 추천서는 교사나
카운셀러, 학생의 성과나 작품, 자원봉사, 또는 특별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11 월 – SUNY 입학원서 제출, SAT 성적 포함

•

12 월 – 사립대학 입학원서 제출, 보충서류(supplemental applications) 및 SAT
점수 포함
–12 월 전에 SAT 나 ACT 시험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다수 대학의 원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또 다시 시험을 치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2 월 1 일 이전에 FAFSA 작성



1 월 – HEOP 대상 학생은 신청서와 에세이 제출



4 월 – 각 대학에서 합격/불합격 통지서 발송. 학교 어드바이저와 상의하여 어느
대학에 최종 진학할지 결정하십시오. 이 결정은 모두 함께 내려야 합니다.



5 월 – 선택한 대학에 등록원서를 제출. 기숙사 신청서(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서
제출 및 입학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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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일반적인 교육 정보
뉴욕시 교육청

schools.nyc.gov

뉴욕주 교육청

www.nysed.gov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www.ed.gov

NYC Children’s Services Education Resources

www.nyc.gov/html/acs/education

숙제 지원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www2.ed.gov/parents/academic/help/hyc.html

Discovery Education

school.discoveryeducation.com/homeworkhelp

Infoplease Homework

www.infoplease.com/homework

뉴욕시 공립 도서관

www.homeworknyc.org

NYC Dial-a-Teacher

www.uft.org/dial-a-teacher

시험 준비
Regents Review 2.0

www.regentsreviewlive.net

가정 학습 - 중학교 시험

www.homeinstructionschools.com/shack/3-8examreview

가정 학습 - 리전트 시험 복습

www.homeinstructionschools.com/regents

리전트 시험 준비 센터

www.regentsprep.org

뉴욕주 교육청

www.nysedregents.org

College Board (PSAT, SAT, AP)

www.collegeboard.org

ACT

www.act.com

Number 2.com

www.number2.com

30

(인터넷 자료 계속)

진로 정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www.bls.gov/oco

Mapping Your Future

www.mappingyourfuture.org

미국 노동통계청

www.bls.gov/k12

Career Explorer

www.careerexplorer.net

Careers and Colleges

www.careersandcolleges.com

College Board

myroad.collegeboard.com/myroad/snavigator.jsp

Princeton Review

www.princetonreview

대학 검색, 입학, 학자금 지원 정보
The National Application Center

www.nationalappcenter.com

New Visions for Public Schools, The Road to
College

www.newvisions.org/the-road-to-college/overview

NYC Dept. of Education, Tools to Help Students
Prepare for College

docs.nycenet.edu/docushare/dsweb/Get/Document-331/
College%20guide%2007_01_08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www.nacacnet.org

All About College

www.allaboutcollege.com

Campus Tours

www.campustours.com

Common Application

www.commonapp.org

뉴욕 시립대학 (CUNY)

www.cuny.edu

뉴욕 주립대학 (SUNY)

www.suny.edu

New York Learns (주교육부)

www.highered.nysed.gov/NYLearns/home.html

Education Planner

www.educationplanner.org

My Essay

www.myessay.com

College Toolkit

www.collegetoolk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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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
FastWeb Scholarship Search

www.fastweb.com/

FAFSA

www.fafsa.ed.gov

연방 학자금 지원

www.studentaid.ed.gov

NYS Higher Education Services

www.hesc.com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www2.ed.gov/finaid

Scholarships.com

www.scholarships.com

체류서류미비 학생

www.finaid.org/otheraid/undocumented.phtml
및
www.getreadyforcollege.org/gpg.cfm?pageid=
1586&1534-d83a_1933715a=d87c2125f86

다문화 자원
First in the Family

www.firstinthefamily.org

Gates Millennium Scholars Fund

www.gmsp.org

히스패닉 대학 연합

www.hacu.net

히스페닉계 장학금 목록

www.hispanicheritage.org/youth.php

Hispanic Scholarship Fund

www.latinocollegedollars.org/directory.htm

NAACP 장학금

www.naacp.org/page/s/scholarship2

National Urban League Parent’s Guide to
College

www.nyul.org/pages/Parent_Guide_Order_Form

United Negro College Fund

www.uncf.org

Historical Black Colleges & Universities

www.hbcuconnect.com

200 Free Scholarships for Minorities

www.blackexcel.org/200-Scholarships.html

Black College Dollars

www.blackcollegedollars.org

각 항목 별 장학금

www.scholarships.fatomei.com/minorities.html

Scholarships and More for Black Students

www.blackstud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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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캘린더
학년

9/10월
schools.nyc.gov의
학부모 탭에서 주요
일정 확인. 학교에
전화할 때는 학생의
OSIS ID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런치
양식 작성. 매일 출석,
숙제 및 수업 과제
검토.
가정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마련. 학부모회에
대해 알아보기. 자녀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
보로 및 뉴욕시
고등학교 박람회 참석
시작.

11/12월
가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매일 출석, 숙제 및
수업 과제 검토.

8학년

고등학교 설명회 및
오픈하우스 참석

고등학교 지원서
작성하기. 가이던스
카운슬러와 만나 추가
정보 얻기.

9학년

새로운 급식신청서
작성. 학부모회 가입.
계속해서 출석 및 과제
검토. 가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학교 웹사이트, 핸드북,
미팅 등을 이용하여
학교 규칙, 규정,
성적표, 시험, 수업
스케줄 등의 일정에
대해 알아보기.

10학년

자녀의 성적증명서,
연속 과정 및 학점
이수 상태 검토. PSAT
시험. 가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학생의 성적 증명서
검토. PSAT 시험. 대학
방문 시작. 가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개최하는
대학 박람회 참석.
두 번째 성적표 수령
후 필요한 경우 교사와
미팅.
대학 박람회 참석.
관심을 가진 학교 방문.
진학 상담실에 도움을
받아 학교 검색.

학기말 성적표. 필요한
경우 교사와 미팅.
ARIS를 통해 졸업을
위한 학생 진척 확인.

학생의 성적 증명서
검토. 반드시 대학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가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SAT I 및 II/ACT 시험.
대학 지원서 작성. 대학
방문.

학기말 성적표. ARIS를
통해 졸업을 위한 학생
진척 확인. 장학금
신청, 재정지원을 위해
FAFSA 작성.

전체

6학년

7학년

11학년

12학년

자녀의 OSIS ID번호
복사. 학교에 전화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

고등학교에 전화하여
방문 예약. 관심을 가진
학교 방문.

1/2월
중간 학년 성적표.
필요한 경우 교사와
미팅. ARIS (교육청의
학업 및 출결 데이터
시스템) 및/또는 학교와
교사의 웹사이트에서
학생 진척 확인. 매일
출석, 숙제 및 수업
과제 검토.
중간 학년 성적표.
ARIS를 통해 교육청
웹사이트 접속. 자녀의
진척 및 출결기록 확인.

3/4월
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매일 출석, 숙제 및
수업 과제 검토.

5/6월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필수 시험. 최종
성적표. 매일 출석,
숙제 및 수업 과제
검토.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학년도
수업 검토. 뉴욕주 시험
준비.

다른 학부모와
고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해 논의. 중간 학년
성적표.
중간 학년 성적표.
ARIS를 통해 졸업을
위한 학생 진척 확인.
교육청에서 메인
라운드 고등학교 배정
발표
학기말 성적표에는
최종 성적 표기.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 시작.
학기말 성적표 수령 후
필요한 경우 교사와
면담.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학년도
수업 검토.

써머 프로그램 등록.
영어 교사에게 독서
목록 받기. 성적표 보관
폴더 만들기. 뉴욕주
영어 및 수학 시험.
뉴욕주 영어 및 수학
시험.

학기말 성적표. 필요한
경우 교사와 미팅.
12학년에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위해
세금보고서 양식 1040
보관.

33

고등학교 배정 추가
발표

뉴욕주 영어 및 수학
시험. 상급 리전트.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경우 참석.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학년
수업 검토. 가이던스
카운슬러 또는
어드바이저와 AP 또는
상급 수업에 대해 상담.
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학년
수업 검토. 봄학기
학부모-교사 컨퍼런스
참석.

수학 및 과학 뉴욕주
리전트

써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다음 학년
수업 검토.
SAT/ACT시험 응시.
학교 검색 및 학자금
보조에 대해 진학
상담실과 상담.
출결, 수업 중 과제,
테스트 및 숙제 확인.
대학입학 허가서가
졸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및
세계사 뉴욕주 리전트
시험. 추천 받은 경우
SAT II 응시. AP 수업
수강 학생은 AP 시험
응시.
수학, 과학, 영어 및
미국사 뉴욕주 리전트
시험. AP 수업을 수강한
경우 AP 시험 응시.

AP 시험. 졸업이나
우수 리전트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종 리전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T&I-1809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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