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NYC 3-K 프로그램 목록 | 27학군
2018년 2월 5일
3-K for All은 뉴욕시에서 3세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고품질 전일 무료 교육입니다. 3-K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주변 세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가을, 뉴욕시의 모든 학교 학군들에서 모두를 위한 3-K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저희는 3-K
프로그램들을 다음 학군들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4학군(East Harlem)

JJ

5학군(Harlem): 프로그램들이 4월 중순에 추가될 것입니다.

JJ

7학군(South Bronx)

JJ

16학군(Bedford-Stuyvesant): 프로그램들이 4월 중순에 추가될 것입니다.

JJ

23학군(Brownsville, East New York, Ocean Hill)

JJ

27학군(Broad Channel, Howard Beach, Ozone Park, Rockaways)

JJ

도움말 3-K 관련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5 및 16 학군에 있는 모두를 위한 3-K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가장

최근의 3-K프로그램 목록들은 maps.nyc.gov/3k에서 3-K Finder(찾기)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15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뉴욕시 가정은 2018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는 3-K 프로그램에 지금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자녀분이 모두를 위한 3-K를 제공하는 학교 학군에서 살고 있다면, 학군 내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3-K 프로그램들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뉴욕시의 모든 가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말 질의 응답은 311 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schools.nyc.gov/SchoolSearch 를 방문하여 해당 학교 학군을

찾으십시오.

3-K 프로그램 찾기

3-K 프로그램 설정에 대한 3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JJ

JJ

JJ

학군 학교. 일부 공립 초등학교는 3-K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유아원 센터. 일부 Pre-K 센터는 pre-K 외에도 3-K를 제공합니다. Pre-K 센터는 유치원 입학 전
학년만 제공합니다.

NYC 조기 교육 센터(NYCEEC). 일부 커뮤니티 기반 단체는 DOE 및 아동복지국(ACS)과 3-K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K 프로그램을 둘러보려면 아래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3-K 찾기 | maps.nyc.gov/3k
최신 3-K 프로그램 목록 및 정보는 데스크탑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3-K 찾기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까지 통학하는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보세요.
3-K 프로그램 목록 | nyc.gov/3K
3-K 옵션을 조사하려면 4, 7, 23, 27학군의 프로그램 목록을 사용하십시오. 비제한적 및 제한적 편의제공
프로그램은 a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월 중순에 5 및 16학군 내 프로그램들의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3-K Finder(찾기)를 검토해 보십시오.

3-K 프로그램 지원

지원서 제출 기간은 2018년 2월 5일 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JJ

온라인 지원: schools.nyc.gov/ApplyOnline

JJ

JJ

전화 지원: 718-935-2009

패밀리 웰컴 센터 직접 방문은 schools.nyc.gov/WelcomeCenters 를 방문하셔서 장소와
시간을 알아보십시오.

3-K 입학은 선착순이 아니며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언제든 지원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신 모든 가정은 2018년 5월 말 결과 통지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배정을 받으셨다면,
2018년 6월 마감일까지 입학을 위해 예비 등록을 하십시오.

도움 받기

3-K 입학 웹 사이트 | nyc.gov/3K
최신 소식, 추가 자료 및 3-K 전형 행사 날짜를 알아보십시오.
3-K 전형 이메일 목록 | schools.nyc.gov/Subscribe

전형 요령 및 주요 요일 알리미를 받으시려면 가입하십시오.

3-K FOR ALL: 입학 우선권

프로그램 정원이 모든 지원자들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입학 우선권에 따라 배정됩니다. 입학 우선권은
각 3-K 프로그램 유형마다 다릅니다. 학군 학교, NYCEEC 및 Pre-K 센터에 대한 입학 우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말 이것은 27학군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3-K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른 학군 의 학교들은 입학 우선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군의 3-K 프로그램 목록은 nyc.gov/3K를 참조하십시오.

27학군 학교의 입학 우선권

27학군의 3-K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1. 거주자 우선 등록 구역 내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
2. 거주자 우선 등록 구역 내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3. 27학군 내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
4. 27학군 외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
5. 27학군 내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6. 27학군 외에 거주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도움말 27학군은 존(zoned) 학군으로, 학군 내에 거주하는 가족에는 대부분 존(zoned) 학교가 있습니다. 3-K 학급은

일부 존(zoned) 학교에만 있습니다. 해당 존(zoned)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schools.nyc.gov/SchoolSearch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뉴욕 시 조기 교육 센터(NYCEEC) 입학 우선권

NYCEEC의 3-K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1. NYCEEC에 현재 등록된 학생

2. NYCEEC에 현재 등록된 학생의 형제자매.

3. NYCEEC 3-K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현재 무료 또는 보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의 학생.
4. NYCEEC가 전문으로 제공하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
5. 학군 내에 거주하는 기타 모든 학생들
6. 학군 외에 거주하는 기타 모든 학생들

NYCEEC 및 추가 자격 요건

NYCEEC의 3-K 프로그램 및 추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1. NYCEEC에 현재 등록된 학생

2. NYCEEC에 현재 등록된 학생의 형제자매.

3. NYCEEC 3-K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무료 또는 보조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의
학생.
4. 기타 모든 학생

도움말 일부 NYCEEC 프로그램은 가구 소득, 거주지 주소, 정부 서비스 제공 및/또는 자녀 양육 필요성에 관련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NYCEEC에 추가 자격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3-K 찾기 또는 이 프로그램 목록의 항목에서
비고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여 추가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유아원 센터

3-K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re-K 센터는 다음 순서로 학생들에게 3-K 우선권을 배정합니다.

1. 학군 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2018-2019학년도 Pre-K 센터에서 pre-K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
2. 학군 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2018-2019학년도 Pre-K 센터에서 pre-K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
3. Pre-K 센터와 동일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센터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4. 학군 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센터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

NYCEECS

지역사회 기관에서 NYCDOE 또는 아동복지국(ACS)과의 계약 하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Howard Beach Judea Center | 27QAQC
주소: 16205 90th Street, Queens NY 11414
버스: Q11, Q41, Q52

Lisa Pearlman-Mason | fantasyrich@aol.com
718-848-1111

NYCEEC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50분
조기 등교: 오전 8시

West End Temple Nursery School | 27QAVW
주소: 14702 Newport Avenue, Queens NY 11694
버스: Q22, Q35, QM16

Alice Anolic | westendupk@westendtemple.org
westendtemple.org | 718-318-0030

학군 학교

코드: 27QAQCFD3K

NYCEEC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50분

코드: 27QAVWFD3K

공립 초등학교 내에 함께 있는 프로그램.

P.S. 43 | 27Q043 a

주소: 160 Beach 29th Street, Queens NY 11691
지하철: A | 버스: Q113, Q114, Q22, QM17

Simone A. Nicholas | snicholas3@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043 | 718-327-5860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20분

P.S. 45 Clarence Witherspoon | 27Q045
주소: 126-28 150th Street, Queens NY 11436
버스: Q111, Q40, Q6, Q7

Cathy Gomillion | cgomillion@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045 | 718-480-2500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2시 30분

P.S. 47 Chris Galas | 27Q047 a
주소: 9 Power Road, Queens NY 11693
지하철: A S | 버스: Q52, Q53, QM16, QM17

Heather Lorenz | hlorenz@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047 | 718-634-7167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 10분-오후 2시 30분

P.S. 60 Woodhaven | 27Q060 a
주소: 91-02 88th Avenue, Queens NY 11421
지하철: J Z | 버스: Q11, Q21, Q24, Q52, Q53, Q56, QM15

Frank Desario | fdesari@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060 | 718-441-5046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20분
조기 등교: 오전 7시 30분

P.S. 65 - The Raymond York Elementary School | 27Q065 a
주소: 103-22 99th Street, Queens NY 11417
지하철: A | 버스: Q11, Q112, Q21, Q24, Q37, Q41, Q52, Q53, Q7, Q8, QM15

Rafael Morales | rmorale@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065 | 718-323-1685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학군 학교
코드: 27Q043FD3K

학군 학교
코드: 27Q045FD3K

학군 학교
코드: 27Q047FD3K

학군 학교
코드: 27Q060FD3K

학군 학교
코드: 27Q065FD3K

P.S. 100 Glen Morris | 27Q100 a
주소: 111-11 118th Street, Queens NY 11420
지하철: A | 버스: Q10, Q112, Q37, Q41, Q7, QM18

Laureen Fromberg | lfrombe@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100 | 718-558-1510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Jessica Romero | jromero6@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183 | 718-634-9459

제공되는 프로그램

제공되는 프로그램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코드: 27Q197FD3K

학군 학교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20분
조기 등교: 오전 7시 45분 | 늦은 픽업: 오후 5시 30분

P.S. 223 Lyndon B. Johnson | 27Q223 a
주소: 125-20 Sutphin Boulevard, Queens NY 11434
버스: Q111, Q40, Q6, Q7

학군 학교

Full-Day Program

P.S. 207 Rockwood Park | 27Q207 a

Chrysanthi Alifieris | Califieris@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207 | 718-848-2700

코드: 27Q183FD3K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20분

Christina Villavicencio | cvillav@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197 | 718-327-1083

주소: 159-15 88th Street, Queens NY 11414
버스: Q21, Q41, Q52, Q53, QM15, QM16, QM17

학군 학교

Full-Day Program

P.S. 197 The Ocean School | 27Q197
주소: 825 Hicksville Road, Queens NY 11691
버스: Q113, Q114, Q22, QM17

코드: 27Q100FD3K

운영 시간: 오전 8시 15분-오후 2시 35분

P.S. 183 Dr. Richard R. Green | 27Q183
주소: 2-45 Beach 79th Street, Queens NY 11693
지하철: A S | 버스: Q22, Q52, QM17

학군 학교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Deborah Otto | dotto@schools.nyc.gov

코드: 27Q207FD3K

학군 학교
코드: 27Q223FD3K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223 | 718-558-2900

P.S. 232 Lindenwood | 27Q232 a
주소: 153-23 83rd Street, Queens NY 11414
버스: B15, BM5, Q11, Q21, Q41, Q7, QM15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Lisa Josephson | ljoseph3@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232 | 718-848-9247

P.S. 253 | 27Q253 a
주소: 1307 Central Avenue, Queens NY 11691
지하철: A | 버스: Q113, Q114, Q22, QM17

Phoebe Grant Robinson | jfougere@schools.nyc.gov
ps253q.org | 718-327-0895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운영 시간: 오전 8시-오후 2시 20분

Queens Explorers Elementary School | 27Q316 a
주소: 90-07 101st Avenue, Queens NY 11416
지하철: A | 버스: Q11, Q112, Q21, Q24, Q41, Q52, Q53, Q7, Q8, QM15

Melissa Compson | MCompso@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316 | 718-558-7088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학군 학교
코드: 27Q232FD3K

학군 학교
코드: 27Q253FD3K

학군 학교
코드: 27Q316FD3K

P.S. 377 | 27Q377 a
주소: 150-15 Raleigh Street, Queens NY 11417
버스: Q11, B15, Q21, Q41, QM15, BM5

Tracy Keane | tkeane@schools.nyc.gov
schools.nyc.gov/schoolportals/27/Q377 | 917-848-8753

제공되는 프로그램

Full-Day Program

학군 학교
코드: 27Q377FD3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