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35260 Check Out Helpful Filters PreK (Korean) 

Pre-K 안내서에서 유용한 필터들을 확인하십시오 

 

 

가족 여러분께, 

 

자녀의 pre-K 지원서를 작성할 때 Pre-K MySchools 안내서의 필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터는 

맞춤식으로 된 검색을 사용하여 가족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는 선택 사항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예: 

 

• 다른 학년 입학전형: 다른 학년의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필터를 

사용하여 다른 교육청 입학 과정(예, 3-K 또는 유치원)이 포함된 학교만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녀가 여러 해 동안 동일한 학교에 계속 다니기 원하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 정원 종류: 자녀가 지원 대상이 되는 특정한 정원 유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확인하시려면 더 많은 

필터(More Filters)에서 일반 수업일 정원 또는 연중 프로그램 옵션(연장 학년도 또는 헤드스타트)을 

분류하여 찾아보십시오. 

o 일반 수업일(School Day) 정원은 2019년에 출생한 모든 뉴욕시 아동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학년도 동안 하루에 6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며 이른 드롭오프 

또는 늦은 픽업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필터(More Filters) 옵션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하십시오. 

o 연중 프로그램 옵션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하루 10시간까지 조기 아동 돌봄 및 교육을 

여름방학까지 포함하여 연중 제공합니다. 해당 정원의 배정을 받으려면 가정은 수입 및 

필요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nyc.gov/prek를 

참고하십시오. 

 

• 더 많은 필터(More Filters)에 특정 지원자를 위한 이원 언어, 언어 지원 프로그램 및 다양성 추구 

입학전형 우선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학전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2월 15일에 개최될 초등학교 입학 관련 마지막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행사 안내는 저희 행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전화 718-935-2009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패밀리 웰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받으셨습니까? pre-K 입학 이메일 수신을 신청하십시오. 

 

저희 이메일 목록 일부 또는 전체에서 더이상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https://www.myschools.nyc/ko/schools/pre-k/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pre-k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grade-by-grade/kindergarten/elementary-school-events
http://schools.nyc.gov/FWC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0kRQINxWHFBnUecbWT9EMxUMUtRTktMQU8yUFpSUEMzT1ZaME1SWDVFQy4u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UGBRq8StYfLvWA64IEuBSGdNPIBD_BEaL01-BlQ83Cd5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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