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35154 Know Your Chances of Getting a Pre-K Offer (Korean) 

여러분의 pre-K 배정 확률을 알아봅시다! 

 

 

가족 여러분께, 

 

다음 주 지원 기간이 시작되기 전 pre-K 프로그램을 찾아보실 때 자녀의 배정 확률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MySchools 안내서에서 특정 pre-K 프로그램에 어떤 우선 그룹이 배정을 받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정보를 보시려면: 

1. 관심이 있는 학교를 검색하여 학교 이름을 클릭하면 MySchools 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하십시오(예를 들어 “Pre-K 학교 수업일”) 

3. “나의 확률(My Chances)" 섹션에서 어떤 우선 그룹이 배정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특정 프로그램 입학 우선순위,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순위, 봄에 배정을 받을 때 그 우선 

그룹의 배정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정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자녀의 지원서에 기재한 선택 

• 기재한 프로그램의 정원 

• 기재한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우선 순위 

 

학생 등록 담당실에서는 가능한 가장 높은 순위로 기재하신 프로그램에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미 재학 중이거나 형제자매가 있거나 존인 경우라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원서에 최대 12개 프로그램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프로그램일수도 있지만, 마감일 전 pre-K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프로그램에 배정될 것입니다. 

 

MySchools에서 지원 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Pre-K 지원은 선착순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첫 날 지원한다고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마감 전 접수된 지원서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지연이 발생한다면 몇 시간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메일: ESEnrollment@schools.nyc.gov. 

 

행운을 기원합니다. 

3-K/Pre-K 입학전형 팀 

 

 

친구로부터 이 이메일을 전달받으셨습니까? Pre-K 입학전형 이메일 수신 신청을 잊지 

마십시오: schools.nyc.gov/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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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십시오 

https://www.myschools.nyc/ko/schools/pre-k/
mailto:ESEnrollment@schools.nyc.gov
http://schools.nyc.gov/SignUp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UGBRq8StYfLvWA64IEuBSGdNPIBD_BEaL01-BlQ83Cd5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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