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 예비유치원(이하 Pre-K ) 학생의 
부모/가디언으로서, 자녀에 대하여 무엇을 
예상해야할 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Pre-K는 어린 학생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신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이 시기는 
처음으로 집 밖에서 지내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자라면서 각기 다른 비율로 기량이 
발달됩니다. Pre-K 학생들은 새로운 주변 
환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발달 상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귀 자녀를 새로운 
환경에 준비시켜주기 위해 옷 입기나 식사, 
변기 사용 등 일상 생활 속 활동들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신입 Pre-K 학생으로서, 귀하의 자녀는 다른 
많은 또래들과 함께 수업하게 되므로 독립심을 
지원해주는 개인적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을 신고 코트의 지퍼를 올리며 도시락 가방을 
열고 도움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등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할 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 중 몇가지 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아직 배변 훈련이 안되었다면 이 편지 
하단에 그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조언이 담긴 
링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귀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실수를 했을 경우에 옷을 
완전히 갈아 입어야 하되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모든 학생과 
가족들에게 가능한 걱정할 것 없는 절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시작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거나 그리고/혹은 귀하의 학교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CPSSHCPSS 링크링크
http://www.hcpss.org/enroll/

http://www.hcpss.org/schools/pre-k-programs/

http://www.hcpss.org/enroll/kindergarten/

http://www.hcpss.org/special-education/early-intervention/

http://www.hcpss.org/health/

배변 훈련(Toilet Training)배변 훈련(Toilet Training)
http://www.parents.com/toddlers-preschoolers/potty-
training/basics/step-by-step-guide-to-potty-training/

http://www.pampers.com/en-us/toddler/potty-training/
article/potty-training-tips-step-by-step-potty-training

aap.org/en-us/advocacy-and-policy/ago-health-
initiatives/practicing-safety/documents/ToiletTraining.pdf

질문이 있으십니까? HCPSS의 조기 아동 프로그램실, 410-313-5693으로 전화 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HCPSS의 조기 아동 프로그램실, 410-313-5693으로 전화 주십시오. 
담당자는 담당자는 Amy Raymond, Stephanie Geddie, Amy Kelly, Kym Nwosu, Alicia TylerAmy Raymond, Stephanie Geddie, Amy Kelly, Kym Nwosu, Alicia Ty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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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에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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