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의 
공립 유아원

학부모

안내서

지역별 교육 위원회  
유아부 연락처

앨러게니 카운티(Allegany County)  301-759-2012

앤 어런델 카운티(Anne Arundel County) 410-222-5441

볼티모어 시티(Baltimore City) 410-396-6602

볼티모어 카운티(Baltimore County) 410-887-4313

캘버트 카운티(Calvert County)  410-535-7264

캐롤라인 카운티(Caroline County) 410-479-2896 

캐럴 카운티(Carroll County)  410-751-3048

세실 카운티(Cecil County)  410-996-5424

찰스 카운티(Charles County) 301-934-7380

도체스터 카운티(Dorchester County) 410-221-1111

프레더릭 카운티(Frederick County)  301-696-6864

가레트 카운티(Garrett County)  301-334-7645

하퍼드 카운티(Harford County)  410-588-5252

하워드 카운티(Howard County)  301-313-5659

켄트 카운티(Kent County)  410-810-3903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  301-230-0691

프린스조지 카운티(Prince George’s County) 301-808-2723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410-758-2403

세인트메리 카운티(St. Mary’s County)  301-475-5511

서머싯 카운티(Somerset County)  410-621-6243

탤벗 카운티(Talbot County)  410-822-0330

워싱턴 카운티(Washington County)  301-766-2955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  410-677-4523

우스터 카운티(Worcester County)  410-63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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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0 W. Baltimore Street, 10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
MarylandPublicSchools.org

전화: 410-767-0602
팩스: 410-333-6226
전자 메일: mcockey@msde.state.md.us



공립 학교 병설 유아원은 주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며, 
만 4세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을 기르도록 함으로써 
차후 유치원에 진학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공립 학교 병설 유아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여 학습하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자아 계발 
및 사교성 향상, 영어 읽기와 쓰기, 과학적/수학적 
사고, 사회 탐구, 미술, 체력 양성 및 보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립 유아원은  
어떤 곳인가요?

유아원 입학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립 학교 병설 유아원에 입학하려면, 
입학을 희망하는 해의 9월 1일까지 
만 4세가 된 유아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나 무주택 가정의 유아여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들이 모두 최우선적으로 선발된 
다음에도 자리가 충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지만 유치원 취학 준비를 
희망하는 유아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공립 유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공립 유아원 프로그램은 주 규정을 따르는 유아원  
프로그램 정책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며, 각 반은 
하루 2시간 30분씩, 학기 중 주 5일제로 운영됩니다.  
각 반의 유아 수는 평균 20명입니다. 반마다 주정부 
공인 유아 교사 한 명과 자격증을 소지한 종일제 보조 
교사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아원 프로그램은 
주정부 교과 과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발달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유아원은 지역 
탁아 시설들과 협력 관계를 맺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있는 공립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별 공립 교육 기관의 유아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팸플릿의 뒷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