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에 따라 귀하의 자녀: 지원 번호: ___ ___ - ___ ___ ___ ___ ___ ___ 

 ❏ 나이와 다음 수입 혜택에 해당합니다: 2021년 9월 1일까지 만 3세(생년월일이 9/2/17—9/1/18) (자리가 
제한적이며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학생이 올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내년도 지원을 위한 
편지를 봄에 받게 됩니다. 

 ❏ 나이와 다음 수입 혜택에 해당합니다: 2021년 9월 1일까지 만 4세(생년월일이 9/2/16—9/1/17) 

 ❏ 수입 요건을 충족합니다만 만약, 학생이 개별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이 있을 
경우, IEP 상태에 따라 9월 학교가 시작된 후에 자리가 있을 경우, Head Start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여부 결정은 프로그램 직원이 합니다. 추가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4세 아동은 반 배치를 받게 됩니다.  특정학교에의 배치는 자리 여부와 교통편 여부에 따릅니다.  편지는 먼저 
지원서를 제출한 수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세 아동 가족에게 보내지며, 7월 31일 후에 지원서를 제출한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학교 시작 전에 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 이니셜_____/교직원 이니셜_____

주소, 전화번호, 탁아서비스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프리킨더가든/Head Start 사무실(전화:240-740-4530)로 
전화합시다.  주소변경과/또는 탁아서비스는 자녀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절차를 위해 7월 
31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7월 31일 후에 받은 변경사항에 따라 학생의 반 배치가 경우에 따라 학기 시작 후로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 킨더가든/Head Start반은 MCPS 학교 내의 프리킨더가든/Head Start 이외의 모든 반 
개학일, 일주일 후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ChildLink로 전화문의합시다. (240-777-4769) 탁아서비스에의 
재원보조가 필요한 경우, 1-866-243-8796로 문의합시다. 

주어진 이 정보는 연방, 주와 카운티 예산을 받기 위한 정보로 제공됩니다; 학교 행정 교직원이 제출한 지원서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거짓정보를 기재 및 제공할 경우, 지원서가 거부되거나 등록의 취소 또는 학생이 배치된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

프리킨더가든/Head Start 직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 이 지원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지원서는 처리되지 않으며, 학생의 반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
수

증프리킨더가든/Head Start 지원서 접수증
(기록을 위해 이 접수증을 보관합시다)

프리킨더가든/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Rocking Horse Road Center, 4910 Macon Road, Room 141, Rockville, MD 20852

Phone 240-740-4530 • Fax 301-23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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