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학습
조기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를 포함한 DOE 
조기 학습(EarlyLearn) 프로그램은 영유아를 위한 조기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시 주거 
시설에 있는 소득 적격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나이: 0~2세.
프로그램: 센터 및 홈 기반 
시간: 연중무휴, 하루 최대 10시간  

 www.nyc.gov/earlylearn 

모두를 위한  
3-K(3-K for All)
2018년생 자녀가 있는 NYC 가족은 고품질의 전일제 
모두를 위한 3-K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학군의 임시 주거 시설에 있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2018년생
프로그램: 센터, 학교 및 가정 기반 
시간: 연중무휴, 하루 최대 10시간
 
www.nyc.gov/3k

모두를 위한 유치원
(Pre-K for All)
2017년생 자녀가 있는 NYC 가족은 고품질의 전일제 
모두를 위한 유치원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학군의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2017년생
프로그램: 센터 및 학교 기반 
시간: 연중무휴, 하루 최대 10시간

www.nyc.gov/prek 

보육 바우처
보육 바우처는 도시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가정 및 
센터 기반 제공자의 보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우처는 승인된 친척, 이웃 또는 친구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거 시설에 있는 가족은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나이: 6주 ~ 13세(장애아의 경우 19세 이상)
프로그램: 센터 및 홈 기반
시간: 연중무휴, 하루 최대 24시간
 
nyc.gov/childcarevouchers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뒤로 넘기세요

홈리스 가족을 위한  
조기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가족이 보호소나 임시 주거 시설에 있는 경우 무료 조기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택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자격을 갖춘 경우, 조기 돌봄 및 교육 옵션이 많으며 자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옵션

http://nyc.gov/childcarevouchers


프로그램 선택하기 
�  조기 학습, 모두를 위한 3K 및 유치원 프로그램의 디렉토리는  

www.MySchools.nyc/schools를 방문하십시오.

�  연중무휴(하절기 포함)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경우 "추가 필터" 탭을 이용하여 "헤드 스타트" 또는 "연장 일/년"을 
선택하십시오

�  전화번호 718-935-2009, 이메일: ESEnrollment@schools.nyc.gov 
또는 DOE 가족 환영 센터(Family Welcome Center)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홈리스 가족을 위한  
조기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신청 방법

참고: 현금 지원(Cash Assistance)을 받고 있지만 HRA를 통해 보육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임시 주거 시설의 가족은 이제 DOE 또는 ACS에서 
보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 바우처의 경우:

프로그램 알아보기 

�  DOHMH의 보육 커넥트(Child Care 
Connect) 포털을 방문하여 인가된 
조기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확인하십시오. 

�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할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보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12) 835-7610으로 전화하거나 ACS 가족 
리소스 지역( Family Resource Area)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청
�  신청서 작성(임시 주거 시설임을 표시): 

https://www1.nyc.gov/site/acs/early-
care/forms.page

�  temporaryhousingRA@ac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NYC Children - EDU, 
PO Box 40, Maplewood, NJ, 07040으로 
우편을 보내 ACS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자격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ACS에 반환해야 
하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조기 학습의 경우, 모두를 위한 3K  
또는 모두를 위한 유치원:

신청:  
조기 학습, 모두를 위한 3K 또는 모두를 위한 유치원 연장 일/년 프로그램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청하십시오(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침을 
위해 전화하십시오). 임시 주거 시설에 있는 가족은 소득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헤드 스타트 자격이 있습니다

�    기타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서 작성: bit.ly/childcareeligibility  
 
�신청서를 프로그램에 제출하거나 CCapplication@schools.nyc.

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NYC DOE - 학생 등록 사무소(Office of 
Student Enrollment), P.O.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Box 377, 
Maplewood, NJ, 07040

신청: 
모두를 위한 3K 또는 모두를 위한 유치원 수업 일/연 프로그램

�  3K 또는 유치원 프로그램에 직접 전화하여 바로 공석이 있는지 또는 
언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뒤로 넘기세요

mailto:ESEnrollment%40schools.nyc.gov?subject=
http://bit.ly/childcareeligi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