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와일드캣 프리스쿨
리틀 와일드캣은 유아가 학업 전, 사회적, 언어적 및 운동 발달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수준 높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입니다. 리틀 와일드캣은 웨스트 노스필드 31 학구 및 북부 교외 특수
교육 학구(NSSE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프리스쿨 프로그램으로서, 일반 미취학 아동과 발달 지연
미취학 아동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


학생들은 31 학구 또는 인접 학구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등록 시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9 월 1 일에 최소 3 세가 되어야 합니다.
○



3 세 미만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학급 규모는 14~16 명으로 제한되며, 프로그램의 학생 수가 절반 이하이면 유아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일정 및 시간:
●

리틀 와일드캣은 윈켈맨 31 학구 일정을 따릅니다.

●

오전 일정 – 유치원 준비에 다소 노출이 된 저연령 학생 대상 - 오전 8:30 ~ 오전 11:00

●

오후 일정 – 유치원 준비에 더 중점을 두는 고연령 학생 대상 - 오후 12:30 ~ 오후 3:00

등록 및 수업료:
●

2017 년 2 월 1 일에 이 프로그램의 2017~2018 학년도 등록이 시작됩니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려면 학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공개 등록은 학급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

2017~2018 학년도 수업료는 $ 3,500.00 입니다
*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 시에 환불되지 않는 200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 (첫 번째 수업료 지불로 인정 –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입학하면 학생은 신체 검사를 받고 필요한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리노이주의 요건에 따릅니다.

교과 과정 및 프로그램:


유자격 유아 교사가 학급을 지원하는 추가 보조 교사 및 전문가(음성 및 언어 병리학자, 직업 및 물리
치료사, 학교 심리학자)와 함께 가르칩니다.



Creative Curriculum©은 연구 기반 교육 과정으로서 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추가 프로그램 (Jolly
Phonics, Handwriting Without Tears)은 조기 읽기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블록, 연극, 장난감 및 게임, 미술, 도서관 탐색, 모래 및 물, 음악 및 운동, 요리, 컴퓨터, 야외 활동 등
11 개 관심 분야에서 교사 주도 학습 및 자체 탐구의 기회를 줍니다.



학생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자주 평가합니다.



학교 환경은 놀이터, 도서관, 실내 활동 공간 및 상급 학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윈켈맨의 전일제 유치원 학급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등록 및 수업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학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847-272-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