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Learning Response Plan - Korean

먼로 카운티 교육청
조기 학습부 및 방과 외 프로그램
보건 위험 증세로 인한 조기 학습 및 MCCSC 휴교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여러분 자녀의 안전과 건강은 저희의 최우선 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인내와 융통성에
감사드립니다.
수업료는 조정이 되나요? – 조기 학습 및 방과 외 프로그램 부서는 모든 가족에게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고조된 보건 위험으로 인해 MCCSC 가 휴교한 경우, 가족이 이미 지불한 금액은 모든
프로그램 일수의 계정 크레딧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 크레딧은 남은 학년도의 향후 수업료에
적용되거나, 여름 캠프, 조기 유치원, 내년 또는 형제 자매의 방과후 놀이방 프로그램 비용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원하실 경우, 학년 말까지는 환불이 불가하며,
환불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 – 8 주 정도 입니다.
휴교가 연장이 될까요? – 먼로 카운티 교육청은 먼로 카운티 보건부, 인디애나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조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휴교 연장 일수 / 주 확정의 여부는 먼로 카운티 보건부와 인디애나 주 교육부와의
계속적인 협조 하에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MCCSC 시설 폐쇄를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MCCSC 는 그 결정의 여부를 알려드릴 것이며, www.mccsc.edu 웹페이지에도 게시 할
것입니다.
캠프 / 조기 유치원 / 조기 학습 센터 / Hoosier Hills 보육 센터에 등록을 아직도 할 수 있습니까? - 예. 조기
학습 및 방과 외 프로그램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이지만, 웹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등록과 등록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비는 전화 또는 Procare 의 학부모
포털을 통해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식사 – 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는 봄 방학 이후 부터 (3 월 23 일, 25 일, 27 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 시 - 오후 2 시 사이에 아침과 점심 식사를 픽업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학습 센터 가족은 템플턴
초등학교로 가셔서 식사를 픽업 할 수있고, Hoosier Hills 보육 센터 가족은 블루밍턴 NORTH 고등학교로
가셔서 식사를 픽업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조기학습 사무실, 812-330-7702 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