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2016년 1월 19일 시작되는 유치원
에 등록하도록 장려 및 지원해 주십시오.

가족 및 아이와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 도구 모음

유치원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 유치원 조기 등록은 학교와 연결되어
가족이 중요 정보를 수신하고 학교가
가을에 입학하는 아이들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2. 조기 등록은 무상 급식 및 급식비 인하,
통학버스 운행, 보육, 학교 수업 시간
등 정보를 미리 구해 가족이
학교생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유치원 생활 시작은 부모와 자녀를
위한 즐거운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학교가 행사, 전환 프로그램 및
학교 시작 전 자녀와 학부모의 교직원
및 급우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기 등록은 학부모가 이러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유치원 생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와줍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등록에 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해당 어린이가 8월 31일 이전에 5
세가 되는 경우 학교의 1월 19일 등록 시작을
가족에게 전하고 가급적 학년 말 이전에
조속히 등록하도록 권고하십시오.
가족들이 해당 교육구와 인근 학교를
확인하도록 도와주시려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시거나 Family Health
Hotline에 1-800-322-258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가족의 등록 서류 작성을 지원해 주십시오.
유치원에 등록하려면 가족은 최소한 주소 증명
(운전 면허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공요금
고지서) 및 해당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와 예방
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교육구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인근 학교의 유치원 등록 및 전환
행사를 파악하고 이에 참석하도록
권고하십시오.
가족이 학교 시작 전 이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에게 지금 등록하도록
권고하시고 이주할 경우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유치원 등록을 위한 교육구 연락처

www.KRegNow.org
지역구별 유치원 등록 웹 사이트에서 13개 언어로 된
가족과 지역사회 제휴기관을 위한 자료와 교육구 등록
정보 링크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구 확인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Family Health
Hotline에 전화하세요.

1-800-322-2588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지역 교육구 안내(Road Map Region School Districts)
오번(AUBURN) 교육구

페더럴 웨이(FEDERAL WAY) 공립학교

교육구 사무소:
915 4th Street NE
Auburn, WA 98002
전화번호: 253-931-4900

교육구 사무소:
Educational Service Center (ESC)
33330 8th Avenue South
Federal Way, WA, 98003
전화번호: 253-945-2000

하이라인(HIGHLINE) 공립학교

켄트(KENT) 교육구

교육구 사무소:
15675 Ambaum Blvd. SW
Burien, WA 98166
전화번호: 206-631-3003

교육구 사무소:
12033 SE 256th St
Kent, WA 98030-6503
전화번호: 253-373-7235

렌튼(RENTON) 교육구

시애틀(SEATTLE) 공립학교

교육구 사무소:
300 SW 7th Street
Renton, WA 98057
전화번호: 425-204-2300

교육구 사무소:
2445 3rd Ave. S
Seattle, WA 98134
전화번호: 206-525-0760

투퀼라(TUKWILA) 교육구
교육구 사무소:
4640 S 144th St.
Tukwila, WA 98168
전화번호: 206-90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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