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유치원(Pre-K) 프로그램 2017-18학년도
HCPSS의 Pre-K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Pre-K는 양질의 반나절 예비유치원 프로그램이다.  등록 
대상이 되려면 2017년 9월 1일까지 4세가 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은 조기 학습과 학교 적응 준비를 시켜주며 
아이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와주도록 되어있다.      

우리 아이는  자격 조건이 될까? 메릴랜드 법규에 따라, Pre-K는 가정의 수입 여건, 노숙 상황, 
위탁 양육 등을 포함하는 우선적 선별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아동에게나 제공되고 있다. 자리가 나면, 카운티 
차원의 등록 기획에 따라 두번째 선별 기준(예를 들어, 영어학습자, 건강 문제, 학습 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이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www.hcpss.org/schools/prek/programs 또는 어느 학교에나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신청서상의 정보는 기밀이 보장되며 학교 담당자만이 검토할 수 있다. 학교측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위에 설명한 자격 기준에 따라 등록을 위한 연락을 취할 것이다.

Pre-K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곳은 어디인가? Pre-K는 모든 출석지의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프로그램이지만 선별된 몇 개 학교에만 개설되어 있다(https://schoollocator.hcpss.org/
SchoolLocator/를 보면 배정 학교를 알 수 있음).  Pre-K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학교로 출석하게 
된다.

*초등학교 모델 시도의 일환으로, 이 Pre-K 학교들은 종일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다음의 해당 언어 콜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Centro de Llamadas – 410-313-1591
전화문의 센터 – 410-313-1592
电话服务中心 – 410-313-5920
BIAKCHAWNHKHAWHNAK HMUN – 410-313-5968

기타 모든 등록에 관한 문의는 국제 학생 등록 센터 410-313-1525 혹은 410-313-7102로 연락하십시오.

Atholton (Clemens Crossing 학생 포함) 410-313-6853 Laurel Woods* 410-880-5960

Bellows Spring 410-313-5057 Longfellow 410-313-6879

Bollman Bridge 410-880-5920 Phelps Luck* 410-313-6886

Bryant Woods* 410-313-6859 Pointers Run 410-313-7142

Bushy Park (Lisbon과 West Friendship 학
생 포함) 410-313-5500 Rockburn 410-313-5030

Cradlerock (Jeffers Hill 학생 포함) 410-313-7610 Running Brook* 410-313-6893

Dayton Oaks (Clarksville 과 Triadelphia 
Ridge 학생 포함) 410-313-1571 Stevens Forest* 410-313-6900

Deep Run 410-313-5000 Swansfield 410-313-6907

Elkridge (Ducketts Lane 학생 포함) 410-313-5006 Talbott Springs* 410-313-6915

Gorman Crossing (Forest Ridge, Fulton과 
Hammond 학생 포함) 410-880-5900 Veterans (Thunder Hill 학생 포함) 410-313-1700

Guilford    410-880-5930 Waterloo 410-313-5014

Hollifield Station 410-313-2550 Waverly (Centennial Lane, Manor Woods, North-
field과 St. John’s Lane 학생 포함) 410-313-2819

Ilchester (Worthington 학생 포함) 410-3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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