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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아동교육 환경에서의 의료 지원  
 
 
가족 여러분께,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3-K 및 pre-K 지원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옵션을 탐구하시면서 참고하실, 각기 다른 조기 아동교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건 지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K 및 pre-K 프로그램 각 환경 별 일반적인 지원 
유형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 뉴욕시 조기 교육 센터(New York City Early Education Centers: NYCEEC)는 뉴욕시 
교육청과 협력관계에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로 3-K 및 pre-K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CPR 및 에피펜(Epi-Pen) 투약 훈련을 받은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때, 
NYCEEC 직원은 해당 학생을 위해 약물 투여 훈련(Medication Administration Training: 
MAT)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보건 담당실 조기 아동 교육 
보건 디렉터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이 보건 정책, 프로그램에서의 약물 투여, 섹션 504 조정 
및 특별한 보건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한 돌봄 제공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 학군 학교 및 Pre-K 센터에는 현장에 풀타임 간호사가 배치됩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교 

보건 담당실 디렉터(Office of School Health Directors), 학교 기반의 504 코디네이터 및 
필요시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 패밀리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Family Child Care programs: FCC)은 가정 기반 

프로그램으로(3-K만 대상) 응급처치 및 CPR 훈련을 완료해야 하며 에피펜 투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때, FCC 직원들은 
해당 학생을 위해 약물 투여 훈련(MAT)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학교 보건 담당실 조기 아동교육 보건 디렉터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 초기에 귀하를 지원하여 확실히 
학년도가 시작할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녀분의 의료적 필요 지원 제공 관련 
질문은 EarlyChildhoodHealth@schools.nyc.gov로 연락하십시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조기 아동교육 담당실 배상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받으셨습니까? 3-K 및 pre-K 입학 관련 우편 수신을 신청하십시오.  
 
저희 이메일 목록 일부 또는 전체에서 더이상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를 클릭하여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mailto:EarlyChildhoodHealth@schools.nyc.gov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MUtRTktMQU8yUFpSUEMzT1ZaME1SWDVFQy4u&lang=ko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NEUyTElKVVRSNlBOUTNIWUFMQzcyREI4Ry4u&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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