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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법: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새롭게 등록한 모든 킨더가든
학생의 조기 보육 경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개요를 참고하여 MCPS Form 560-24, 새로운 학생 정보에 해당
정보를 적은 후, 자녀가 등록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름 (성,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년 9월부터 자녀는 어떤 보육 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종일 보육의 경우, 해당 체크 박스에 한 번 체크 표시를 합시다. 반나절 보육의 경우, 해당 체크 박스에 두 번 체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교 또는 센터의 이름과 보육자의 이름을 선 위에 적읍시다.
사전 보육 학교, 센터, 또는
보육자의 이름

종일 보육

반나절
보육—1

반나절
보육—2

일반(비공식) 보육

o

o

o

헤드 스타트(Head Start)

o

o

o

공립 학교 내 프리킨더카든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

o

o

o

아동 보육 센터

o

o

o

가족에 의한 아동 보육

o

o

o

비공립 보육원

o

o

o

킨더가든(재등록)

o

o

o

이전 보육형태

MSDE가 정의한 조기 보육 경험 항목
일반(비공식) 보육

친척 또는 비친척에 의한 가정 보육.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Head Start)

저소득층 가정의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연방 정부 산하 프리스쿨 프로그램: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재정적 후원과 Maryland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hild Care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공립학교 내
프리킨더가든

COMAR 13A.06.02 (공립학교 내 일반교육 또는 특수교육)에 따라 MCPS에 의해 관리되고, MSDE에
의해 규제되는 4세 아동을 위한 공립 일반교육 또는 특수교육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

아동 보육 센터

종일 혹은 일정 시간동안 부모가 맡긴 아동들에게 비주거 시설에서 제공되는 아동 보육. 보육 센터들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산하 Office of Child Care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가족에 의한 아동보육

24시간 미만동안 아동의 주거지가 아닌 기타 주거지에서 부모 외의 보육자가 고용된 상태에서, 13
세 미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규제된 아동보육. 가족 아동 보육은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산하 Office of Child Care에서 규제합니다.

비공립 유아원
(Nursery Schools)

MSDE에 의해 승인 또는 검증을 받고, 일년에 9개월동안 보통 파트 타임으로 운영되는 2,3,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중점을 둔 프리 스쿨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