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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0 월 26 일 학부모 / 보호자님께 : 

장애가 있거나없는 미취학 아동을위한 통합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체스터 

공립학교는 3, 4, 5 세 아동이 콜체스터 유아 프로그램에서 유아 유아 교육을받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간 수업료는 $ 2,500 (월 $ 250)입니다. CECP를 오가는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명 선언문, 철학 및 목표, 프로그램의 목표는 웹 사이트 www.colchesterct.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어린이를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학교 관리자가 2 월에 선발합니다. 2 월에는 추첨이 언제 

열리는 지 알려주는 편지가 가족들에게 발송 될 것입니다. 즉시 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아직 3 세가되지 않은 아동은 3 세 생일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자녀가 유아원 심사 세션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전 심사를 예약하려면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모국어로 사전 심사를 예약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육구 영어 

학습자 코디네이터 인 Kendra Dickinson (kdickinson@colchesterct.org 또는 860-537-0717)에게 

문의하십시오. 

진정으로, 

 

Judy O’Meara 교장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rhj6DfVnh5rfCdVyAkz1SsSWlIZU4Il19z1QnG6V-LVAOQ/viewform?gxids=7757


COLCHESTER 공립학교 

COLCHESTER 유아기 프로그램 신청 

 

아이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 

8/31/21 기준 연령 : ________ YR ________ MO (첫날 시작하려면 20/8/31까지 3이어야합니다.)  

부모 / 보호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전화 : 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 : 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 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 아이를 배치하십시오 :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_____ 3 년 된 복권 

_____ 4 년 된 복권 

 

통합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해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 아이가 참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본인은 
자녀가 참여하도록 선발되면 연간 $ 2,500 또는 월 $ 250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예방 접종 
기록을 포함한 등록 양식을 학교에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부모 / 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 날짜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다음 주소로 반환하십시오. 
 

주디 오미라 교장 콜체스터 초등학교 Judy O’Meara 
315 홀스 힐로드 315 Halls Hill Rd. 
콜체스터, CT 06415 Colchester, CT 06415 

 
자녀가 3 세가되면 검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3 세가되기 전의 모든 문제는 소아과 
의사와상의 할 수 있습니다. 추첨에 자녀를 추가하기 위해 선별 검사를 예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 

____ 내 아이가 유아원 팀에 의해 선별되었습니다. 
상영 날짜 : _____________ 
____ 내 아이가 유아원 팀과 예약 된 예약을했습니다. 
예상 상영 날짜 : 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