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34904 2022 K application opens next week (Korean) 

유치원 지원 기간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가족 여러분께, 

 

2018 년도 출생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겨울 유치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지원 

기간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서로 영재(Gifted & Talented)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hoolsearch.schools.nyc 에 자택 주소를 입력하여 존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학군, 7 학군 및 23 학군에는 존 학교가 없으며,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학군 내 모든 

학교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검색이 가능한 MySchools 안내서에서 초등학교를 찾아보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MySchools 튜토리얼이 있는 유치원 동영상 플레이리스트를 시청해 

주십시오. 

• 안내서 탐색 방법을 배워보십시오. 주소를 입력하여 근처의 프로그램 옵션을 검색할 수 있고 

필요 사항을 기반으로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픽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오픈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 또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그 학교에 진학하면 

어떨지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각 학교의 웹사이트는 MySchools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온라인이나 대면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MySchools 행사 캘린더를 사용하여 행사를 검토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2018 년 출생 자녀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에서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자녀가 현재 pre-K 프로그램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유치원에 지원하십시오. 

 

만약 영재(G&T) 프로그램을 지원서에 기재하였다면, 자격 요건은 지원 기간 마감 후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학군 학교, Pre-K 센터, 뉴욕시 조기 아동 교육 센터(NYCEECs), 또는 차터 스쿨의 pre-K 

학생들은 그들의 현재 pre-K 교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현재 사립 또는 교구 학교 프로그램의 pre-K 학생, 

또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격 요건을 결정할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조기 아동 교육 

담당실이 연락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치원 입학전형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저희는 일련의 최신 정보 및 

지원 과정 전반에 걸친 안내 사항을 보내 드릴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화 718-935-2009 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패밀리 웰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http://schoolsearch.schools.nyc/
https://www.myschools.nyc/ko/schools/kindergarten/
http://schools.nyc.gov/kindergarten
http://myschools.nyc/ko
http://myschools.nyc/ko
https://www.myschools.nyc/ko/calendar/
http://schools.nyc.gov/kindergarten
http://schools.nyc.gov/F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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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유치원 입학전형 관련 이메일을 받으시려면 

schools.nyc.gov/SignUp 에서 이메일 수신 신청을 하십시오. 구독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http://schools.nyc.gov/SignUp
https://nam10.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UGBRq8StYfLvWA64IEuBSGdNPIBD_BEaL01-BlQ83Cd5g/viewform&data=04|01|DLuczak@schools.nyc.gov|eec31bea25a3489da50908d9a2c61b9c|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719794016233880|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1000&sdata=eL/M32qULcEveR2K/z+9OyN5j6E+vRaVWIkN2yKELlM=&reserved=0



Accessibility Report


		Filename: 

		34904 2022 K application opens next week_Korean.pdf




		Report created by: 

		

		Organization: 

		




[Enter personal and organization information through the Preferences > Identity dialog.]


Summary


The checker found no problems in this document.


		Needs manual check: 1

		Passed manually: 0

		Failed manually: 0

		Skipped: 4

		Passed: 27

		Failed: 0




Detailed Report


		Docum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Passed		Accessibility permission flag must be set

		Image-only PDF		Passed		Document is not image-only PDF

		Tagged PDF		Passed		Document is tagged PDF

		Logical Reading Order		Skipped		Document structure provides a logical reading order

		Primary language		Passed		Text language is specified

		Title		Passed		Document title is showing in title bar

		Bookmarks		Passed		Bookmarks are present in large documents

		Color contrast		Skipped		Document has appropriate color contrast

		Page Conten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content		Passed		All page content is tagged

		Tagged annotations		Passed		All annotations are tagged

		Tab order		Passed		Tab order is consistent with structure order

		Character encoding		Passed		Reliable character encoding is provided

		Tagged multimedia		Passed		All multimedia objects are tagged

		Screen flicker		Passed		Page will not cause screen flicker

		Scripts		Passed		No inaccessible scripts

		Timed responses		Passed		Page does not require timed responses

		Navigation links		Needs manual check		Navigation links are not repetitive

		Form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Tagged form fields		Passed		All form fields are tagged

		Field descriptions		Passed		All form fields have description

		Alternate Text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Figures alternate text		Passed		Figures require alternate text

		Nested alternate text		Passed		Alternate text that will never be read

		Associated with content		Passed		Alternate text must be associated with some content

		Hides annotation		Passed		Alternate text should not hide annotation

		Other elements alternate text		Skipped		Other elements that require alternate text

		Table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Rows		Passed		TR must be a child of Table, THead, TBody, or TFoot

		TH and TD		Passed		TH and TD must be children of TR

		Headers		Passed		Tables should have headers

		Regularity		Passed		Tables must contain the same number of columns in each row and rows in each column

		Summary		Skipped		Tables must have a summary

		List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List items		Passed		LI must be a child of L

		Lbl and LBody		Passed		Lbl and LBody must be children of LI

		Headings



		Rule Name		Status		Description

		Appropriate nesting		Passed		Appropriate nesting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