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모집 요강 

Admission Guide (Effect:09/2022) 
(1) 대상 : 12 Months(Toddler) – School age(Pre-Kindergarten)     

                               
 

(2) 교사: 어린이 비율 규정(Ratio) 
 

4 - 5 years 3 - 4 years 2 - 3 years 16 - 24 mo. Up to 15 mo. 

1 : 10 1 : 10 1 : 8 1 : 5 1 : 4 
 

 

 

(3) 교육시간 및 교육비 
 

Time Age 4 days 5 days 

 

9:00am -5:00pm 

24 Months – School age $1,030.00 $1,180.00 

16 Months – 23 Months $1,140.00 $1,340.00 

1 Month – 15 Months $1,180.00 $1,380.00 

• 이른 픽업을 원하실 때는 개별 하원이 가능(담임 교사나 행정담당자에게 미리 요청) 

Extended 

care 

7:30-9:00am 

5:00-6:30pm 

30분 단위로 $5.00 Charge 

 
 

(4) 입학 준비물 : 준비물에는 아이 이름을 꼭 써 주세요.   

• 위생용품 : 화장실  휴지 또는 크리넥스  중 1개 씩을 매 달 보내주세요. 

• 아기반:  기저귀 ,  물티슈, 기저귀, 연고 등 개인 용품 

• 여벌 옷 : 상의, 하의, 팬티, 양말  각 한 벌 씩 (계절에 따라 얇은 겉옷) 

• 낮잠용 깔게, 이불 

• 칫솔, 치약(불소가 함유된 치약), 양치용 물컵 

• 뚜껑 있는도시락과 도시락 주머니(숟가락과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매일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주세요.  

• 실내화 

• 모기 기피제(바르거나 뿌리는 것), 머리 부분이 막힌 챙 모자(wide-brimmed hat) 

• 학습 준비물 :  개인별 12 색 색연필 (다른 친구들 것과 섞이지 않도록 12 개 낱개에 모두 이름을 써 주세요) 

 

(5) Admission Required Documents List 

• Child Registration Form 

• Hands Daycare Policy & Procedure  

• Authorization Form for Non-Prescription 

• Medication Authorization Form(For Precription-Use Epipen to be Child’s Physician) 

• Licensed Child Day Center Program Decision on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 School Health Form 

• Certificate of Live Birth 



 

 

 

등록 관련 안내 

휴원(Closed)  

1. 연방 공휴일(Federal Holiday) 

January : New Year’s day – Martin Luther King Day: (Teacher’ work day)  

February : President’s Day  

May : Memorial Day 

June: Juneteenth Day 

July 4 : Independence Day  

*1 day Summer Break : last Friday just before Labor Day(Teacher’s Training day) 

September : Labor Day  

October : Columbus Day 

November : Thanksgiving & Friday- 2 days  

December : Christmas Eve & Christmas-2 days 

 

2. Snow day – 출석일로 간주되며 학기 중 계절 방학은 없음 

Federal Government OPM Alert 기준에 따르며, Emergency 상황에서는 Fairfax 

County Alert 지침을 따름).  

 

학년제 등록 

(Full School Year) 

등록은 Full School Year(1 년) 를 원칙으로 함(교육비는 매월 납부) 

Opening 이 있는 경우 수시 입학 가능(이후 1 년 등록이 원칙) 

교육비 납부 

Full Monthly 

Tuition(선불) 

 

1. 납부 기간 : 매월 7 일까지(공휴일 포함) Late fee:$25.00 

등록 달 및 퇴원 달은 1 달 4 주로 정산 함. 

2. No Refund: 교육비 납부 후에는 질병이나 전염병 또는 휴가로 인한 결석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육비를 환불받거나 크레딧으로 적용 받을 수 없음.  

3. 납부 방법: 체크 혹은 현금(Return Check:1 장당 $50) 

4. 체크: Payable to: Hands Daycare/ Memo: 어린이 이름 기록해 주세요. 

5. 교육비는 ‘생활이야기(Daily Report)’ 안에 넣어 보내 주시거나 교사에게 직접 전달. 

6. 교육비 영수증은 매월 7 일경에 문자로 보내드리며, 별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함.  

7. 부모님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별 별도 영수증을 발행함. 

등록비  

(NO Refund) 

1. 신입생 등록비:$100.00 

2. 둘째 자녀부터는 $70.00 



 Security Deposit 

 (퇴원 디파짓) 

1. $300.00:  등록 시 납부, 퇴원하는 달에 교육비 Credit 으로만 사용 가능 

2. 사용 시기: 1 년 등록 기준 마지막 달 혹은 입학 상담 시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동의서의 

퇴원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음. 

3. No Refund: 부모님 동의서를 기준으로 퇴원 달 보다 이른 퇴원 사유 발생시.  

단, 20 mile 이상  이사 또는 학업이 불가능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어머니 출산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원 Notice 1. 퇴원 서류는 1 개월 전에 제출 

2. 졸업에 해당 되는 달에는 Monthly full payment 를 원칙으로 함. 

추가 등원 안내 출석일 외에 추가 등원이 필요한 경우 등원 하루 전까지 담임 교사나 행정 담당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1 일 $70.00 charge(학급 정원 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함)  

교육비 할인 
1. 두 자녀 동시 등원 시 총 교육비의 5% 할인 적용 

2. 현재 선교사 또는 목회자 자녀 : 10% 할인 적용(이중 할인 혜택은 없음) 

장기 휴가 

1. 한 달 이상 결석 시 유지를 위해 결석 전 달 교육비의 20%를 월 수만큼 미리 납부(2 개월 

한정)  

2. 월 단위로 적용 (월 중간에 장기 휴가 시 다음 달까지 확대하여 기간을 정산함) 

3. 2 개월 이상일 경우 퇴원 후 재 등록할 수 있으며, Deposit 은 면제되지만 추후 사용할 수 

없음. 

Supplementary 
Lessons(보충수업) 

가족 휴가로 인한 결석, 조퇴, 사고, 출산, 졸업, 전염병, 질병 등으로 휴원 하는 경우 보충 

수업이 제공되지 않으며 교육비 감면이나 Credit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Tax 

Return 
1. 매 년 12 월 중에 발급해 드립니다. 

2. 부모님들은 업데이트 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교육비 정부 

지원 프로그램 

• Child Care Assistance and Referral (CCAR) 

• 연 최대 수입(Maximum Yearly Income up to) 

• 2 인-$60,984/3 인-$76,860/4 인-$92,736(effective Oct.1,2021) 

자세한 내용과 변동 사항은 https://www.fairfaxcounty.gov/office-for-children/ccar/applying-

for-child-care-assistance 에서 확인할 수 있음(COVID-19 기간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

수시확인). 

기타 사례  

행정적 내규 규정 

적용 

1. 유치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 부모님께 본 교육비 규정에 대한 안내 

문서(모집요강/Admission Guide)를 드리고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 부모님께서는 유치원의 모든 안내 서류를 받으시고 상담 내용에 동의하시어 등록하게 

되므로 기타 사례들은 상황에 따라 유치원에서 정하는 관행적 규정을 적용함을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부모님께서 모든 정책을 동의하여 등록하셨으므로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규정 이행에 협조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연락처 
*원장: 703-678-6591  /  *행정담당:703-896-2257  

*email:  info@handscdc.com /홈페이지: www.handscdc.com 

 

https://www.fairfaxcounty.gov/office-for-children/ccar/applying-for-child-care-assistance
https://www.fairfaxcounty.gov/office-for-children/ccar/applying-for-child-care-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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