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돌봄(FCC) 3-K 수업일/학년도
Q: FCC 의 3-K 학교 수업일/학년도 서비스는 언제 제공되나요?
A: 3-K 수업일/학년도 서비스는 9 월부터 6 월까지 가정 돌봄 제공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아이들은 총 176 일간
하루 6 시간 20 분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캘린더는 공립학교와 같은 일수와 시간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립학교와 비슷하지만 고려하는 제공처와 네트워크에 자체 캘린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필요가 충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Q: FCC 의 3-K 학교 수업일/학년도는 무료인가요?
A: 예! 귀하의 3-K 수업일/학년도 자리는 1 년 중 176 일의 서비스 제공일 동안 하루 총 6 시간 20 분간 무료(예:
8:00am - 2:20pm)입니다.
Q: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 또는 6 시간 20 분 이후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행이 대부분의 FCC 제공처는 가정을 위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유료). 학교 시작 전, 후 및/또는 학교
방학이나 여름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필요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프로그램에(FCC 네트워크가 아닌) 직접 지불하십시오.
Q: 왜 3-K 에 FCC 가 좋은 옵션인가요?
A: 귀하와 가정에 FCC 가 좋은 이유는 많습니다.
1.

편리합니다! 커뮤니티 내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개별 필요에 따라 유연한 연장 시간을 제공합니다.

2. 집과 비슷한 환경! 많은 가정에서 처음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게 됩니다. 집과 비슷한 환경은 Pre-K
for All 을 시작하기 전 안전하고 환영적이며 따듯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3.

다양한 연령이 함께 학습! DOE 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모든 3-K 어린이와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6 주에서 3 세의 아동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는 교과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FCC 프로그램은 3 세

아동만 지도합니다.
4.

문화적, 언어적으로 비슷한 환경! FCC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내에 위치합니다. 많은 경우 커뮤니티의
구성원, 문화, 언어를 반영합니다.

Q: 제 FCC 제공자는 어떤 전문 교육을 받나요?
A: 월례 보건 및 안전 지원과 년간 최소 4 일의 전문 학습일과 더불어 제공자는 FCC 네트워크와 한달에 2 회
일대 일 학습 코칭을 받습니다. 모든 소속 제공자와 FCC 네트워크는 DOE 의 우수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FCC 네트워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FCC 네트워크는 귀하를 위해 운영됩니다! 패밀리 워커가 귀하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념합니다(예를
들어 커뮤니티 서비스, 가족 전체를 위한 교육 리소스, 특수교육 서비스 이해, 양육 등).
Q: 제 아이를 어떻게 3-K 수업일/학년도 FCC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나요?
A: Myschools.nyc 에서에서 커뮤니티 내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종류(Type)”에서 (가정 돌봄: Family Child
Care)로 필터하여 프로그램 리스팅의 FCC 네트워크 연락처로 전화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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