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으로 가는 길유치원으로 가는 길
2023년 9월 1일까지 5세가 되는 자녀를 두셨습니까?2023년 9월 1일까지 5세가 되는 자녀를 두셨습니까?

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의 유치원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해 보십시오.하워드 카운티 공립 학교 시스템의 유치원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www.facebook.com/HoCo-
Schools/

@HCPSS  

혹은 410-313-5693으로 

전화 하십시오.    

H O W A R D  C O U N T Y  P U B L I C  S C H O O L  S Y S T E M

만약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들이 악천후로 휴교할 경우, 설명회도 취소됩니다만약 하워드 카운티 공립학교들이 악천후로 휴교할 경우, 설명회도 취소됩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숙지 이 설명회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숙지 
하시게 됩니다:하시게 됩니다:   
• 등교 대비 사항(유치원 준비 도구 증정)

• 세부적인 유치원 교육 내용

• HCPSS 유치원 등록 정보

• 유치원으로의 전환 시기에 가족과 자녀가 
지원받는 방법들

귀하에게 편리한 설명회 일정을 선택 하십시오. 귀하에게 편리한 설명회 일정을 선택 하십시오. 
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등록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세 이상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2세 이상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매 세션마다 가능합니다; 설명회는 성인만 매 세션마다 가능합니다; 설명회는 성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인원이 예상됩니다; 주차와 많은 참여 인원이 예상됩니다; 주차와 
아이를 맡기는 시간 및 체크 인 할 시간을 아이를 맡기는 시간 및 체크 인 할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오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서 여유있게 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입니다.설명회 입장은 오후 6시부터 입니다.

모든 설명회는 오후 6:30 정시에 시작합니다.모든 설명회는 오후 6:30 정시에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오후 6:30 - 7:30
Centennial 고등학교**Centennial 고등학교**
4300 Centennial Lane, Ellicott City, 21042

2023년 1월 24일 화요일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 7:30
Wilde Lake 고등학교Wilde Lake 고등학교**
5460 Trumpeter Road, Columbia, 21044

2023년 1월 26일 목요일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후 6:30 - 7:30
Oakland Mills 고등학교*Oakland Mills 고등학교*
9410 Kilimanjaro Road, Columbia, 21045

폭설 대체일폭설 대체일****
2023년 2월 2일 목요일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후 6:30 - 7:30

Oakland Mills 고등학교*Oakland Mills 고등학교*
9410 Kilimanjaro Road, Columbia, 21045

위의 세션들 중 하나가 취소될 경우에만 폭설 대체일이 진행될 것입니다.위의 세션들 중 하나가 취소될 경우에만 폭설 대체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스페인어 통역자가 이 장소들에 대기할 것입니다. * 스페인어 통역자가 이 장소들에 대기할 것입니다. 

**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자가 이 장소들에 대기할 것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자가 이 장소들에 대기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보다 자세한 정보는 ... ...  

www.hcpss.org/enroll/kindergarten/

KOREAN

Road to Kindergarten (Korean: KK,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