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가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

EarlyLearn (생후 - 2세)

EarlyLearn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가정의 생후-만 2세 자녀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얻으시려면 이메일 earlylearn@schools.nyc.
gov 로 문의하십시오.

3-K (3세) | Pre-K (4세)

2020년 3세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3-K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0년 4세가 되는
모든 아동들은 pre-K 입학이 보장됩니다.
■ 3-K 나 pre-K 옵션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녀를 등록 시키려면 가까운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 3-K 및 pre-K 연장 수업일/연장 학년도는 수입 및 필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상세정보 및 여러분 가정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려면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초등학교 | 중학교

2020년 5세가 되는 모든 아동들은 유치원 입학이 보장됩니다. 5학년을 마친 학생은 중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 존스쿨이 있는 경우, 학년도 중 등록하려면 학교로 직접 연락 하십시오. 존스쿨을 찾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존 스쿨이 없거나 기타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여 학교들을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고등학교

8학년을 마친 학생은 고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여 학교 옵션을 알아보고 등록하십시오.
패밀리 웰컴 센터에서는 여러분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찾는 것을 연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 시기에, 저희는 원격으로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chools.nyc.gov/WelcomeCenters.

가까운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이메일, 전화, 화상 컨퍼런스 등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잡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질문을
보내시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schools.nyc.gov/WelcomeCenters. 저희에게 연락하실 때에는
다음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
■
■

자녀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
통번역 서비스 요청 여부
귀하(학부모/보호자)가 전혀 듣지 못하거나 난청인 경우

보로

브롱스

학군

이메일

8, 11, 12
7, 9, 10
19, 23, 32

브루클린

17, 18, 22
13, 14, 15, 16
20, 21

맨해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1, 2, 4
3, 5, 6
24, 30
25, 26
27, 28, 29
31

개학(Back to School): 자주 묻는 질문

제 학군이나 존스쿨은 어떻게 찾습니까?
전화 311 로 문의하시거나 집주소를 schools.nyc.gov/Find-a-School에 입력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는

존스쿨이나 자신이 속한 학군 또는 보로에 있는 학교에 다닐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MySchools와 MyStudent 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Myschools.nyc 는 특정 학교들을 검색하고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리고 정해진 지원기간 동안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MyStudent.nyc 는 현 DOE 소속 학생의 가족들이 NYC 학교 계정에 접속하여
성적이나 출결상황 같은 자녀의 학업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격 학습 기기는 어떻게 요청합니까?
다음 웹페이지에서 신청하십시오: coronavirus.schools.nyc/RemoteLearningDevices. 패밀리 웰컴 센터
직원도 기기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원격학습에 관한 상세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

T&I 31697 (Kore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