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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의 시작 : 프리스쿨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기 

(TURNING 5: PRESCHOOLERS TRANSITIONING TO KINDERGARTEN) 

 

만일 당신의 자녀가 유치원 (kindergarten)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로서의 당신은 다음의 두 가지 절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지원하기와 유치원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만들기 

 

유치원 (Kindergarten)에 지원하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치원 연계 지원 절차 (Kindergarten Connect application process)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일년 전 가을 학기에, 부모는 뉴욕시 교육청 (NYC DOE)의 유치원 
디렉토리 (Directory)나 해당 웹사이트의 유치원 입학 정보 (Kindergarten Admissions)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Pre K에 등록되어 있다면, 11월/12월에 열리는 
뉴욕시 교육청의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모임들에 관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자녀의 입학 지원과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 –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타임라인 (timeline)을 포함한 –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장합니다. 

입학 지원은 (applications)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겨울에 접수됩니다. 등록은 온라인 
(Online)이나 전화, 또는 교육청의 가족 환영 센터 (Family Welcome Center) 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 날짜는 가을에 공지됩니다.  

입학 허가 (admissions offer)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는 3월 중순 경에 받게 될 것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에 자녀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 (pre-register)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가 챠터스쿨 (charter school) 이나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 (specialized 
program), 또는 대기자 명단 (waiting list) 과 같이 다르게 배치되었다면, 처음에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에 다닐 의무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절차/만 5세의 시작 (Turning 5) 

http://www.includenyc.org/resources/tip-sheet/turning-5-preschoolers-transitioning-to-kindergarten
https://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preschool-to-age-21/moving-to-kindergarten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family-welcome-centers


만일 자녀에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 외에도 당신은 특수교육을 위한 절차와 유치원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만 5세 시작하기 
(Turning 5)’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프리스쿨 (preschool) 서비스를 받지 않았지만,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해당 학군 (district)의 특수교육 위원회 (CSE: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에 의뢰 요청 (referral request)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프리스쿨 (preschool)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프리스쿨 특수교육 
위원회 (CPSE)는 당신의 자녀를 특수교육 위원회 (CSE)에 자동적으로 의뢰 (refer)하여 다음 단계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1월에 교육청 (DOE)으로부터 의뢰 요청 (referral)에 관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2월 1일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학군 (home district)의 
특수교육 위원회 (CSE)에 연락하십시오.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will you work with?) 

당신의 케이스는 교육청 대리인 (DOE representative)에게 배당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교육청 대리인은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 대부분 해당 학군의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심리학자 (School psychologist) 입니다. 대리인은 당신의 자녀에 관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평가들이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학부모 역시 이 시점에 특정 분야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대리인은 2월 중순부터 6월 15일 사이에 유치원 IEP 회의 일정을 계획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유치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라고 결정되면, IEP 팀은 자녀를 위한 새로운 
IEP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장애 분류 (classification), 추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만 5세의 시작 (Turning 5)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공식적인 평가 방법은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관찰과 기존 서류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외에 다른 평가들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 (Your Child’s School) 

일단 유치원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이 만들어지면, 가족들은 늦은 봄 정도에 School Location 
Letter라는 통지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특수교육 서비스들이 제공될 학교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학교는 자녀의 유치원 연계 지원 절차 (Kindergarten Connect application process)를 통해 
입학 승인이 된 학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학교가 IEP 서비스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바로 등록하면 됩니다. 

 

https://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help/cpse-cse
https://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help/cpse-cse


질문이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지침, 또는 지원을 원한다면,  

INCLUDEnyc Helpline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212) 677-4660 

 

 

 

 

 

 

 

 

 

The original work of this document was done by INCLUDEnyc. www.includenyc.org. Translation 
assistance provided by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 CID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rv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CIDA is a federally funded 

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 serving Korean-American families in Queens, Nassau and Suffolk 
County, NY. www.cidainfo.com. 

위의 영어 원본은 INCLUDEnyc가 제작하였습니다. www.includenyc.org. 위의 번역은 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 (CIDA)의 협력으로 제공되었습니다.  CIDA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501(c)3 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뉴욕 주의 퀸즈, 나소 및 서포크 

카운티의 한인 가족을 지원하는 연방 학부모 지원센터입니다. www.cida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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