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조기 학습
아이들의 두뇌 발달의 90%는 5세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기 학습을 받은 아이는 앞으로의 삶과 직업에서
의 성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은 가족과 보육자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자녀를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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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프로그램

프리스쿨, TK 프로그램

유치원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센터와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인
가된 보육
인가 면제 프로그램
무료 및 저비용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인가된
보육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인가된 프
리스쿨 프로그램
인가 면제 프로그램
무료 및 저비용 프로그램
학교 운영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학교 운영 프로그램
인가/인가 면제 등교 전, 방과 후
프로그램

성공은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아이는

…

향후 학습에 중요한 인지적, 사
회적, 정서적 능력을 발달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말까지 숙달된 읽기 실
력을 갖출 가능성이 더 높습니
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
성이 더 높습니다.

평생 동안 더 많은 소득을 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뒷면에 계속

알고 계세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부분의 4세 아이들은 과도기 유치원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nrollsantaclara.org 을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램의 종류

인가된 프로그램

인가된 프로그램은 센터나 가정집에
서 운영되며,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
다. 여기에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캘리포니아주 프리스쿨 프로
그램’ 등과 같은 무료 및 저렴한 프로
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찾기

인가 면제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인가 면제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없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
로그램은 가정, 센터, 시립 프로그램, 부
모 협동조합, 학교에서 운영하는 등교
전/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가 면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합니
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내
에서 운영됩니다. 유치원 준비반(TK)와
유치원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민자 지
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
다. 학교는 무료 또는 유료 및 저비용 프
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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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록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 유치원 준비반, 유치원 과정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학교 또는 학군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의
Steps to Success(성공을 향한 발걸음) 웹사이트는 중
요한 등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록 정보: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육 리소스 및 추천(R&R) 프로그램
은 모든 가정의 필요에 맞는 양질의 보육 및 프리스쿨 프
로그램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

헤드스타트 및 캘리포니아 주 유치원 프로그램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은 헤드 스타트, 얼리 헤드 스타
트 & 캘리포니아 CSPP & CCTR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프로그램은 적격 가정에 대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
용으로 종일 및 일부 유치원 과정을 제공합니다.
문의:

인클루전 콜래버러티브(Inclusion Collaborative)는 교
육자 및 특수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무료
지원, 리소스와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클루전 안내
라인에 문의하시면 장애 포용적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
램 목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www.enrollsantaclara.org

408-453-6900
https://sccoe.to/ELS

childcarescc@sccoe.org
669-212-KIDS (5437)
www.childcarescc.org

위 웹사이트에서 ‘좋은
보육 체크리스트’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408-453-6651
inclusionwarmline@sccoe.org
www.inclusioncollaborative.org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육청은 이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08-453-6770 으로 문
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