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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411을 추가하여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소식을 알아보세요!

이것은 좋은 공립 학교에  
대한 정보입니다.

CharterNYC.org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터 스쿨은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입니다.
차터 스쿨은 뉴욕시의 모든 학생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무료 공립 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재  260 개의 학교에서 영어 학습자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126,000 명의 학생을 양성 중입니다. 차터 
스쿨은 성적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터 스쿨은 유아 학교(Pre-K)

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제공하며 뉴욕시의 모든 5개의 자치구에 있습니다.

차터 스쿨은 성공적인  
대학 및 직장 생활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차터 스쿨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차터 스쿨 학생들은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학력 테스트를 디스트릭의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통과해 왔으며, 이는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2019-20 학년도에는 여러 차터 
스쿨들이 뉴욕주에서 가장 좋은 테스트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차터 스쿨은 혁신을 시도합니다!
차터 스쿨은 뉴욕시 교육부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운영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차터 스쿨에서는 영어와 수학 같은 핵심 
과목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예술, 과학 및 언어 과정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의 일일 수업시간 및 학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이 학습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공부와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harterNYC.org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6살 된 딸아이의 차터 스쿨에 계신 선생님들과 항상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아이의 교육 파트너가 된 느낌이에요. 
교실을 참관해도 전혀 꺼리지 않으시고, 학교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학생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항상 반겨주십니다.”

- 발레리 밥, 할렘 링크 차터 스쿨 학부모

지원 방법 – 지원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3가지의 간단한 방법으로 차터 스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온라인 차터 스쿨 지원 시스템(Common Online Charter School 

Application)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여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nyccharterschools.schoolmint.net  을 지금 방문해 주세요!

2.  원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yccharterschools.org/school-search  에서 인근에 있는 차터 스쿨을 
찾아보십시오.

3.  또는,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지원 기간은 매년 10 월 시작하여 4월 1일에 마감되므로, 이 기간 안에 
지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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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개의 자치구에 있는 
차터 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