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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학군 매그넷 스쿨 지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학생 지원서 

2020년 9월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참고: 유치원 및 유아원 지원에는 이 지원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유치원 및 유아원 지원자들은 반드시 뉴욕시교육청 

학생 등록 담당실 유치원 및 유치원 입학전형 절차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28 학군 거주 학생  28 학군 밖 거주 학생 

현재 학교 이름 및 주소(해당되는 경우):   

학생 정보 
1. 성:   이름:   

2. 주소:   Apt. #:   

시:   주:   우편번호:   

3. 생년월일:   4. (옵션)  남자  여자 

5. 민족/인종: 히스패닉/라티노?  예  아니요 

해당되는 것은 모두 선택:  미국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아시안  흑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주민  백인 

6.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7. 집 전화번호:   낮 시간 전화:   

8. 이메일:   

선택 
선호하는 순서대로 매그넷 스쿨 프로그램을 최대 3개까지 표시하십시오(1순위, 2순위, 3순위) 

 P.S. 55 The Maure Magnet School of Communication Arts, Technology and Multimedia 

131-10 97th Avenue, Richmond Hill, NY 11419 (www.ps55q.com)  

 P.S. 140 The Edward K. Ellington Magnet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 

166-01 116th Avenue, Jamaica, NY 11434 (www.theedwardkellingtonschool.org) 

 P.S. 349 The Magnet School of Leadership and Innovation Through STEAM 

88-08 164th Street, Jamaica, NY 11432 (www.ps349.info) 

형제자매 정보 
선택하신 매그넷 스쿨에 등록되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다음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형제자매 성명:   학교:   현재 학년:   

매그넷 스쿨에 지원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다음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형제자매 성명:   학교:   2020년 9월 학년: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예  아니요 

서명 
학부모의/보호자의 서명:   날짜:   

2020년 2월 13일까지 작성한 지원서를 매그넷 스쿨 중 한 곳에 접수하십시오. 

더욱 상세한 정보 또는 투어 요청: 이메일 info@magnetschools.nyc 또는 웹사이트 www.magnetschools.nyc 검색.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매그넷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오픈 하우스 방문  광고  친구  선전물/우편  웹사이트 

 페이스북  잡지/신문  엽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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