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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위한 지침서
2021–2022

킨더가튼 등록을 위한 여건
킨더가튼에 등록하려면 9월 1일까지 5세가 되어야 합니다. 9월 1일까지 5
세가 되는 학생은 의무적으로, 킨더가튼이나 메릴랜드 주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체 프로그램에 등록하던가 승인된 면제서가 있어야 합니다. 9월 2일에서 10
월 13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이는 조기 입학의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www.hcpss.org/enroll/early-admission/ 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위한 서류 목록
등록시 필수로 갖춰야 할 서류들:

q 부모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 면허증, 여권, MVA 확인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기타 합법적 형태의 신분증

q 귀하의 주소와 서명일, 서명이 기재된 현 임대 계약서나 집문서 원본
q 킨더가튼 등록 45일 이전에 발행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현 고지서
		

(휴대폰이 아닌 전화, 가스 및 전기, 물, 유선 방송 고지서)

q 학생의 출생 증명(출생증명서, 여권/비자, 의사의 증서, 세례 혹은 교회
		

증명서, 병원 증명서, 부/모의 보증서나 출생 등록서)

q 부모 관계, 양육권, 혹은 후견인을 증명할 서류. 해당 된다면, 법적
양육권 증명서(법원 명령)를 가져올 것.

q 의사가 서명한 학생의 최근까지의 예방 접종 증명
q 해당된다면, 학생의 최근 학년 리포트, 성적증명서, 학교를 떠날 당시
출석한 마지막 학교로부터의 성적표

q 특수 교육(IEP), 504, 심리 보고서, 또는 관련 서비스 서류
q 특별 주거 상태나 환경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서류들
언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entro de Llamadas – 410-313-1591

전화 문의 센터 – 410-313-1592

电话服务中心 – 410-313-5920
Biakchawnhkhawhnak Hmun – 410-313-5968
등록에 관한 그밖의 모든 정보는 국제 학생 등록센터 410-313-1525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www.hcpss.org/enroll/ 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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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킨더가튼 부모님과 가디언께,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귀 자녀는 고교 졸업과
이어지는 밝은 미래를 이끄는 여정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귀 자녀에게
육성과 지원의 학습 환경에서 뛰어난 교육을 제공하는데 함께 파트너가 되어
기쁩니다. 귀 자녀의 새로운 교사들, 학교 직원들, 그리고 전체 학교 시스템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환영하며 귀하와 귀 자녀를 알아가기를 고대합니다.
킨더가튼은 탐구와 발견의 즐거운 학년입니다. 귀 자녀는 읽기를 배우고,
문제들을 풀며, 과학 및 사회의 세계를 탐구하게 됩니다. 수업 중 기대
사항들과 학교의 절차들에 관한 것은 물론, 자녀의 읽기, 수학, 과학,
테크놀로지, 보건 및 체육, 그리고 미술에 대한 귀 자녀의 준비 상태에 대한
귀하의 질문을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환영합니다. HCPSS는 최상의 학습
결과는 교사와 부모가 팀이 되어서 도전적이고 관여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때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같은 파트너쉽은 아이들이 새로운 스킬과 확신을
얻으면서 학습 과정을 즐기게 해주고, 향후 학교 생활과 그 이후까지에 걸쳐
굳건한 성공의 기초를 쌓게 해줍니다.
이 책자는 귀하와 자녀의 킨더가튼 준비에 도움이 될 리소스 및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귀 자녀의 학교나 하워드
카운티 교육부로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귀하와 귀 자녀의 학습, 발견 및 성장의
멋진 모험 세계에 함께 하기를 고대합니다.
Sincerely,

마이클 마티라노(Michael J. Martirano), 교육학 박사.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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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튼이란 무엇인가?
킨더가튼은 귀하의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되는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회성 및 감성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 속에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개발시켜 갑니다. 귀 자녀는 다양한 수업을 받으면서 친구를 사귀고
상호교류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나누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엄격한 학업 교과 과정에 개입함으로 자가 규범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개발해 나갑니다. 온전한 자녀로 육성한다는 것은 장래의 성공적인 학교와 인생을
열어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킨더가튼 아동들은 경험을 통해 가장 잘 배우게 되는 적극적 학습자입니다. 발달
과정에 적절한 킨더 프로그램은 호기심, 능숙함, 독립심, 그리고 장래의 교육에
대한 신바람을 개발해 줍니다. 킨더 교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이 교과과정에 관여된 것을 볼 때
최상의 학습자가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며 각 학생이
성공을 경험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 유연성있는 그룹
배정과 차별화된 지도로 학생 각각의 장점과 필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킨더가튼 프로그램
모든 하워드 카운티 초등학교는 종일반 킨더가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교과 영역을 포함, 직접 경험해보는 학습에 적극 개입하게 됩니다.
• 미술
• 영어/언어
• 보건
• 수학
• 미디어
• 음악
• 체육
• 과학
• 사회
• 테크놀로지
교사들은 메릴랜드의 대학 및 직업 준비 킨더가튼 표준을 시행하기 위한 크고 작은
그룹 지도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과과정은 비평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의 학습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린 학습자들을 도전하고 고무시키기 위해 엄격하고도 개입하게 하는 수업들을
공조합니다. 교과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www.hcpss.org/academics/whatyour-child-will- learn-guid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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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튼에 갈 준비가 되었다 는 의미는?
킨더가튼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학교를 시작할 때 아이가 참여해서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지식, 기술, 행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장래의 학습과
전반적 성공의 단계를 다져 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아원에서 배운 다양한
기술 및 행동은 킨더가튼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행동은 학습 영역들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중 몇가지만 소개합니다:

• 언어 및 식자
어른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듣기. 분명히 말하기. 이야기를 재구연 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하기. 철자, 철자의 음 그리고 음운이 되는 단어들 인식하기. 이름 인식/
쓰기.
• 수학
세기. 물건 양 비교하기. 숫자와 그 값을 이해하기. 색상, 형태 혹은 크기로 물건
분류하기. 문제 풀기. 도형 및 그 속성 인식하기.
• 신체적 웰빙 및 운동력 발달
달리기, 점프하기, 기어오르기 및 공놀이 하기. 셔츠 단추채우기 혹은 외투 지퍼
잠그기. 가위 사용하기. 그리기. 숫자와
알파벳 쓰기. 안전하고 건강한 행동
실습하기.
• 과학적 사고
물건 관찰에 오감을 사용하기. 예측하기. 질문하기. 원인과 결과 인식하기.
• 사회성 기반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규칙과 일상 및 다단계 지침을 따르기.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기. 위험 감수하기. 인내하기. 하던 일에 집중하기.
• 사회
자신과 가족에 대해 배우기.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기.
의사 결정하기. 지역사회 탐구하기.
• 미술
창의적으로 놀기, 댄싱 및 움직이기. 다양한 도구, 소품 및 재료 실험하기.
킨더가튼 이전에 자녀의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부모님께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적합한 서류들을 확실히 준비하는 것부터,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읽고
들어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킨더가튼 전 해는 학교로의 준비 상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의 때입니다!
www.hcpss.org/enroll/kindergarten/ 에서 준비 자원들을 살펴보시고 그 페이지
하단에 있는 The Year before Kindergarten 의 타임라인을 검토해 보십시오.
또한, 해당 학교에서 킨더가튼으로의 전환을 도와줄 활동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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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돕는 방법
아이들은 킨더가튼 시절을 준비시켜줄
활동에 개입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편안히 느낄 정도에서 부모님이 함께
활동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활동은
재미 있으면서도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 학교와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격려합니다.

볼거리가 가득하며 대화할 것이 많은
장소일 것입니다.
• 자녀가 독립심을 키울 기회를
주십시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해볼 것들로는:
- 옷 입기, 지퍼 잠그기 그리고/
혹은 단추 끼우기
- 신발 끈 매기
- 가방를 싸고 풀기

• 풀이나 물감, 지점토, 면도용 크림 및
모래처럼 다중감각 재료들을 사용할
기회를 주십시오.

- 용기 열기(예를 들어 쥬스 박스/
백, 요구르트 및 과일이 든 컵,
점심 용기)

• 자녀가 상상력을 활용하고 배우는
기술을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인
가상/드라마적 놀이극을 권장합니다.

- 집에서 떨어져서나 혹은 놀 수
있는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게 하기

• 그림을 그리고 색칠할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림을 설명하게
하며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권장합니다.

• 자녀와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함으로, 차례를 지키며 하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카드 게임, 보드 게임 그리고
스피너가 있는 게임 등은 킨더들에게
중요한 학습 경험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게임은 협동심, 수학 및 언어
기술을 익혀주고, 비평적 사고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 종이, 실 그리고/혹은 리본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자르고 붙일 기회를
줍니다.
• 다단계 지시문을 따를 수 있게 연습
합니다.
• 다양한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마련해 봅니다. 간단한
심부름이나 잠시 멈춤의 순간에도
자녀의 표현력을 키우고 어휘를
풍부하게 해줄 대화에 불씨를 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식품점, 동물원, 공항, 농장, 공원,
건설 현장 및 식당 등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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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성과 이름, 부모님 이름, 집
주소, 전화 번호, 생일 등을 확실히
알게 하십시오
• 연필을 바로 쥐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 쓰기를
연습하게 하십시오.
• 끝음이 같은 단어 말하기, 동요 읽기
및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 자녀에게 매일같이 읽어주세요. 읽은
내용에 대해 질문해 보십시오.
흥미로운 사진이나 단어, 패턴을
짚어봐 주세요.
• 킨더가튼으로의 전환을 다음과 같이
도와 주십시오
- 해당 학교를 방문
-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 그룹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 지역 도서관에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알아보기: www.
hclibrary.org
- 학교 PTA 웹사이트를 통해
앞으로의 이벤트를 찾아보기
- 학교에서 쓸 용품 함께 장보기
- 킨더에 관한 책들을 읽기
하워드 카운티 도서 시스템에서
권장하는 도서 목록은 www.
hclibrary. org/new-a-main/
parents/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https://hcpss. instructure.com/
courses/34447 에서 킨더 가정과
커뮤니티자료들 ( K Family
and Community resources)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HCPSS 웹사이트에서 학교 준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정보
사고 보험
학교 시스템은 넘어지거나 체육시간에
입는 부상, 쉬는 시간/운동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부상과 같은 비스포츠
관련 부상을 포함,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의료 보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께서 사고 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학생이 들 수 있으며, 학교 첫
주간에 보장과 비용에 대한 정보지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보장은 온라인
등록을 통해 학기 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과 전후 돌보미
초등학교들마다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www.hcpss.org/schools/
opening-and-closing-times에서
확인 하십시오. 방과 전이나 후에
아이를 맡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각 학교는 건물 내에 아동 돌보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콜럼비아 어소시에이션과 하워드
카운티 레크리에이션 및 파크가 HCPSS
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의 학교나 www. hcpss.
org/ schools/before-and-afterschool-care/를 참조하십시오. 정원이
금방 차니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비상시 휴교 조치
모든 부모님/가디언은 www.hcpss.
org/connect/ 의 HCPSS Connect
에서 가족 파일 비상 서식(Family File
emergency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부모님/가디언에게
연락이 안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 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반드시 시기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상시/휴교 조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 www.hcpss.org
• HCPSS News 이메일과 텍스트
메세지 경보
• HCPSS 인포메이션 직통 전화
410-313-6666
• Twitter: @hcpss
• Facebook: hocoschools
• HCPSS 유선TV: 컴캐스트95/
버라이즌42

결석 사유서
주 법에 따라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는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승인된 결석인지 무단 결석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날짜와 사유가 적힌
부모님/가디언 으로부터의 서명된
메모가 복교 이틀 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수업 진전 상황 보고
한 학사년도에는 네번의 분기가
있습니다. 학생의 수업 내용은
교실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에 보내집니다.
중간/진척 상황 보고는 분기 중간에
발급되어 개개인의 진척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적표는 매 분기 말에 발급되는데
학생의 성적, 출석,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사
면담회는 일년에 두 번 열립니다.
안전한 학교
모든 초등학교는 건물 들어오는 것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면, 모든 방문객은
교무실에 보고하고 자동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들어갑니다. 방문객의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요구됩니다. 자동 방문객 관리
시스템이 출력해주는 스티커 배지를
건물 내에 있을 때 항상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달력
공휴일과 쉬는 날은 학교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년 초에 받게
됩니다. 달력은 www. hcpss.org/
calenda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점심
HCPSS학생들은 점심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싸올 수도 있습니다. www.hcpss.
org/food-services/를 통해 메뉴,
급식비 지불하기,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 무료 및 할인 급식 신청서
뿐 아니라 음식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학부모 면담 및 학사 일정
학부모 면담일과 교직원 연수일은
학기 중에 잡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반나절 혹은 종일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귀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 및 스케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학교 용품 목록
새 학년도에 필요한 학교 용품 목록은
www.hcpss.org/schools/schoolsupply-lists/에서 확인하십시오.
용품 목록은 다가오는 새 학년도 대비
매년 봄에 갱신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녀의 학교로 연락
주십시오.
지각/조퇴
수업 종이 울릴 때 학교/교실에 있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지각시 부모님/가디언이 서명하고 들여
보내야 합니다. 조퇴나 활동으로부터의
제외(체육 시간 등)를 요청하려면
메모가 역시 요구됩니다. HCPSS
학생 핸드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통편
해당 학교에서 1마일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버스편이
제공 됩니다. 자녀의 버스 스케줄을
확인하려면 www.hcpss.org의 School
Locator 와 School Transportation
을 찾아 보십시오. 학생 수송실에서는
부모님께서 킨더가튼 등록 시 받게
되는 “버스 안전과 귀 자녀를 위한
안내서”(A Guide to Bus safety and
Your Child) 라는 책자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든 킨더
학생은 등교 첫 날부터 정규 수송
스케줄을 따라야 하며, 어른이나 윗
형제자매가 지켜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긍정적 일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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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
모든 서식과 HCPSS 건강 정보자료는www.hcpss.org/health/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자녀의 성공적 학교 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학습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정과 학교간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건강한 행동을 고무시키고 일관된 일상을 가꿔
줌으로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킨더 자녀는:
• 매일 밤 10-12시간의 수면과 정해진 취침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등교 첫
달은, 종강 시점이 되면 매우 피곤해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히 취침 전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음악, 비디오게임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삼가도록 합니다
•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아침식사를 충분히 합니다. 균형있는 섭식이 신체 성장에
중요합니다.
• 옷 입기와 식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가도록
합니다.
• 올바르고 독립적인 화장실 사용법을 알게 합니다.
• 손을 자주 씻도록 합니다.
• 손을 눈, 귀, 코 및 입에서 멀리 하도록 합니다.
• 음식물만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재채기나 기침은 손에 할 것이
아니라 소매 윗부분에 대고 하도록 주의를 줍니다.
• 날씨에 알맞은 의복을 입히도록 합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날씨 지침/쉬는 시간에 관해 www.hcpss.org/about-us/
handbook/wellness/#weather-guidelines를 참고 하십시오.
• 낯선 사람 및 장소, 상황, 동물 등에 대한 안전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기간마다 시력과 청각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를 받고 정규적인 치과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하워드 카운티 보건부에서 www.hchealth.org 를 통해
진료 받는 것을 찾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약품
모든 약품은 가능한 가정에서 투여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교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사가 작성, 서명한 약품 주문서와 학부모/가디언의
서면상의 허용서가 요구됩니다. 이에 필요한 서식은 학교 보건 보조교사나
간호사가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복용하는 약은 분명한 라벨이 용기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원본 처방전
용기는 학교에서 취할 모든 처방약에 따라 와야 합니다. 라벨 정보는 학생의 이름,
주문 날짜, 약명, 복용량, 약 만기일, 약에 관한 지시사항(복용 시간, 횟수, 투여
경로 등) 및 의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봉지에 들었거나 라벨이
붙지 않은 약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캔디 및 기타 비처방전 약을 자녀가 학교로 갖고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학교에서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사항은 학교 보건
보조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알레르기
메릴랜드 법은 학교 식당에 “땅콩/나무견과류 금지(peanut/tree nut-free)”
테이블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등록할 때 학교 보건 보조교사에게
이같은 편의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의 점심 스케줄에 따라,
자녀의 학교에서는 정해진 간식 시간을 교실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잠재적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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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할 경우
몸이 좋지 않은 자녀는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상태로
등교하면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면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오한

• 심한 기침

• 중이염

• 인후염

• 발진

• 구토

• 열*

*해열제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열이 내린 24시간 후에 복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건강 차트는 학기 중 나타날 수 있는 아동기의 질병/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태가 보이면 학교 보건 보조인/간호사 및 담임 교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허용된 결석인지 무단 결석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날짜와 사유가 적힌
부모님/가디언으로부터의 서명된 메모가 복교 이틀 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상태/질병

질병 잠복

조치

수두 Chicken Pox
2-3주
뽀루지, 수포, 단계에 따른 부스럼 딱지

외상에 딱지가 앉을 때까
지 등교가 금지됨.

결막염 Conjunctivitis
전염될 수 있는 상태, 눈이 발 갛고
눈물이 흐르며, 분비물이 생길 수도
있음

급성

학생의 눈이 깨끗해질 때
까지 혹은 의사가 등교해
도 좋다는 허락이 있을
때까지 등교가 금지.

제 5병 Fifth Disease
양 볼(뺨)이 선명하게 불그레 하며,
몸에 발진이 발생하고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음.

4-20일

의사에 의해 진단된 후
등교가 허락됨.

머릿니 Head Lice
머리에 기생하는 조그마한 벌레. 머
리카락에 알집 (서캐)이 있음.

7-10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등교가 허락됨.

설사 Diarrhea
묽은 변; 위장의 감염으로 탈수가 생
길 수 있음

2-5일

24시간동안 증상이 없으
면 등교 가능

홍역(풍진) Measles(Rubeola)
기침, 눈물, 고열, 얼굴과 몸 전체에
발진이 발생함

10-14일

발진이 없어지고 5일 후
에 등교가 허락됨.

백선 Ringworm of Scalp
머리카락이 덩그렇게 빠져 민 둥이
됨. 작은 뽀루지로 시작 될 수 있음.

10-14일

의사에 의해 치료될 때
까지 등교가 금지됨.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Staphylococcal Infection
(MRSA)를 포함한 농가진, 종기, 농
양, 침습증 등의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일정치 않고
불분명함

연쇄구균에 의한 감염
Streptococcal Infection
(성홍열, 패혈성 인두염)
후두염, 열, 몸 또는 사지에 발진

1-3일

상처를 싸매고 등교할 수
도 있음.
의사가 등교해도 좋다는
허락을 할 때까지 등교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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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의 안녕을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
잘 알수록 학부모님과 학교와의 관계는
더욱 효율적일 것 입니다.
교육감 및 교육청 직원
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각 학교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잘 훈련된 교사들을
보내며 적절한 교재 및 모든 연령
수준에 있는 학생의 필요와 흥미,
학업 능력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 행정 담당
학교장과 교감은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직원을
감독하고 모든 학교 기능을 살피는
학업 지도자이자 건물 감독자입니다.
교무실 직원
학교의 비서들은 귀하가 학교에 전화
하거나 방문 시 기꺼이 도움을 드릴 것
입니다. 학교 방문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될 직원이며, 질문에 답 해드리려는
직원 입니다. 이들은 등록, 데이터 입력,
학교측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교직원과 학생 가족들 모두를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
지역별 간호사는 공인 간호사로, 2
개 학교에 배정되어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 보조교사를 훈련하고 감독합니다.
보건 보조교사는 양호실의 매일 운영을
관리 합니다: 약품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학생의 건강 문제를 관찰
및 문서화하며, 필요시에는 의료
정보를 교직원, 부모/ 가디언 및
학교 간호사에게 기밀 유지 상태로
전달합니다.
학교 상담교사
초등학교 상담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돕도록 여러분의 학교에 배치
되었습니다. 상담교사는 학생 개별,
소그룹, 전체 학급, 교직원 및 학부모와
작업함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행 및
사회적/감정적 개발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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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교사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메릴랜드의 대학 및 직업 준비
킨더가튼 표준을 기본으로 엄격한 학업
교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확실시 하기 위해 가족들과
공조함으로 온전한 자녀로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육자들이
수업 간 학습지도를 보조하고 점심 및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감독합니다.
특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교사는 특화된 수업 전략을
사용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타언어 구사자를 위한 영어(이솔) 교사
이솔 교사는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언어 개발 지도를 해줍니다. 이솔
교과과정은 과목 내용과 언어 발달을
병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언어 및 식자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학교 심리학자
이들은 학생의 발달, 품행 및 개인별
학습지도 등의 문제를 두고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심리학자는
학생 각 개인의 학습 능력 장점과 필요
사항들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고안해
냅니다.

학생 복지사(PPW)
교육적 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 및 예방하는데
있어서 학생복지사는 교직원, 학생,
부모, 커뮤니티 멤버들과 공조합니다.
또한 PPW는 필요에 따라 가족들이
지역 사회의 자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타 지도 교사 및 관련 서비스
저희의 기타 수업 교사 및 관련
교직원들로는 체육 교사, 음악 교사,
미술 교사, 테크놀로지 교사, 미디어
전문 교사, 읽기 전문 교사, 영재교육
교사, 대안 교육 교사, 스피치 및 언어
병리학자, 작업 요법사, 물리 치료사,
수학 지원 교사, 읽기 지원 교사,
보조교육가, 그리고 식당 직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교사진을 좀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귀하 학교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학교로
연락 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를 킨더가튼으로 맞이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킨더가튼 학생들이 신나고 유익한 학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각 초등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hcpss.org/elementary-schools/를 찾아 보십시오.
어떠한 문의 사항이든 자유롭게 자신의 학교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학교
Atholton
Bellows Spring
Bollman Bridge
Bryant Woods
Bushy Park
Centennial Lane
Clarksville
Clemens Crossing
Cradlerock
Dayton Oaks
Deep Run
Ducketts Lane
Elkridge
Forest Ridge
Fulton
Gorman Crossing
Guilford
Hammond
Hanover Hills
Hollifield Station
Ilchester
Jeffers Hill
Laurel Woods
Lisbon
Longfellow
Manor Woods
Northfield
Phelps Luck
Pointers Run
Rockburn
Running Brook
St. John’s Lane
Stevens Forest
Swansfield
Talbott Springs
Thunder Hill
Triadelphia Ridge
Veterans
Waterloo
Waverly
West Friendship
Worthington

주소
		
6700 Seneca Drive, Columbia 21046
8125 Old Stockbridge Drive, Ellicott City 21043
8200 Savage-Guilford Road, Savage 20763
5450 Blue Heron Lane, Columbia 21044
14601 Carrs Mill Road, Glenwood 21738
3825 Centennial Lane, Ellicott City 21042
12041 Clarksville Pike, Clarksville 21029
10320 Quarterstaff Road, Columbia 21044
6700 Cradlerock Way, Columbia 21045
4691 Ten Oaks Road, Dayton 21036
6925 Old Waterloo Road, Elkridge 21075
6201 Ducketts Lane, Elkridge 21075
7075 Montgomery Road, Elkridge 21075
9550 Gorman Road, Laurel 20723
11600 Scaggsville Road, Fulton 20759
9999 Winter Sun Road, Laurel 20723
7335 Oakland Mills Road, Columbia 21046
8110 Aladdin Drive, Laurel 20723
7030 Banbury Drive, Hanover 21076
8701 Stonehouse Drive, Ellicott City 21043
4981 Ilchester Road, Ellicott City 21043
6001 Tamar Drive, Columbia 21045
9250 N. Laurel Road, Laurel 20723
15901 Frederick Road, Woodbine 21797
5470 Hesperus Drive, Columbia 21044
11575 Frederick Road, Ellicott City 21042
9125 Northfield Road, Ellicott City 21042
5370 Oldstone Court, Columbia 21045
6600 Trotter Road, Clarksville 21029
6145 Montgomery Road, Elkridge 21075
5215 W. Running Brook Road, Columbia 21044
2960 St. John’s Lane, Ellicott City 21042
6045 Stevens Forest Road, Columbia 21045
5610 Cedar Lane, Columbia 21044
9550 Basket Ring Road, Columbia 21045
9357 Mellenbrook Road, Columbia 21045
13400 Triadelphia Road, Ellicott City 21042
4355 Montgomery Road, Ellicott City 21043
5940 Waterloo Road, Columbia 21045
10220 Wetherburn Road, Ellicott City 21042
12500 Frederick Road, West Friendship 21794
4570 Round Hill Road, Ellicott City 21043

전화
410-313-6853
410-313-5057
410-880-5920
410-313-6859
410-313-5500
410-313-2800
410-313-7050
410-313-6866
410-313-7610
410-313-1571
410-313-5000
410-313-5050
410-313-5006
410-880-5950
410-880-5957
410-880-5900
410-880-5930
410-880-5890
410-313-8066
410-313-2550
410-313-2524
410-313-6872
410-880-5960
410-313-5506
410-313-6879
410-313-7165
410-313-2806
410-313-6886
410-313-7142
410-313-5030
410-313-6893
410-313-2813
410-313-6900
410-313-6907
410-313-6915
410-313-6922
410-313-2560
410-313-1700
410-313-5014
410-313-2819
410-313-5512
410-313-2825

초등학교들마다 등하교 시간이 다르므로 배정된 학교 시간 확인을 위해 www.hcpss.org/schools/
opening-and-closing-times/를 확인 하십시오.

10910 Clarksville Pike • Ellicott City, MD 21042 • www.hcpss.org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장애, 혹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보이/걸 스카우트 및 기타 지정 유스 그룹으로의 평등한
접속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직원이 비-차별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도록 배정되었습니다: 평등보장실의 매니저, Howard County Public School System, 10910 Clarksville Pike,
Ellicott City, MD 21042, 410-313-6654(전화), 410 313-1645(팩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비-차별 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dcrobcolp01.ed.gov/CFAPPS/OCR/
contactus.cfm를 통해 귀하의 담당 지역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거나 1-800-421-348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Off to Kindergarten 21-22(Intl. Student & Family Svces. - Korean: KK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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