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ar River Head Start 는  

임산부와 장애인을 포함한  

0~5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Preschool 

Early Head Start 

가정 기반 서비스  

신청할 때마다 출생증명서와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상황이 적격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

다.  

소득 가이드라인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방 소득 가이드라인 중에서 사용됩니

다.  

자세한 정보 문의 연락처:  

95 West 100 South Suite 200 

Logan, Utah 84321 

(435) 755-0081 

Hablamos Español 

www.brheadstart.org 

 

신청서는 연중무휴 

접수합니다. 

당사의 사명  
Bear River Head Start 는 양육 및 지원 분야

에 서  아 동 ,  가 족 ,  직 원 ,  지 역 사 회 에  

적절한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RHS는 성실,  

존 중 ,  정 직 을  바 탕 으 로  이 를  이 행 할  

Bear River Head Start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대체 교통 수단:  

 가정 기반 프로그램  

 Head Start 부모님은 카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Korean 



Early Head Start 는 임산부 및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The Early Head Start 센터 기반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양질의 임시 보

육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교사 1인당 아동  

4명 비율로 운영됩니다. 각 교사는 최고 수준의 

관리를 제공하고자 조기 아동 발달 교육을  

받습니다. Early Head Start는 아동 발달,  

양육/애착, 영양,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읽고 쓰

장애 또는 발달 지체가 있는 영유아 가족은 파트 C  

Preschool Head Start 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센터 기반은 3세~4세 아동(현 학년의 9월  

1일 기준 3세 이상이어야 함) 대상 교실  

환경입니다. 각 어린이는 고유한 개인으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생의 성공을 돕는  

친절한 직원과 함께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합니다. 각 교실에는  

교사와 보조 교사 그리고 14~18명의(교실  

가정 기반 프로그램 옵션은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배움은 가장 자연적인 환경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부모는 항상  

가르칩니다! 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자녀를 가

정 기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가족은 부모 중심

의  

접근 방식을 통해 Head Start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가정 교육자

의 매주 가정 방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집

 

 Preschool 센터, Early Head Start 센터 또는 가정  

기반 교육 옵션 

 산전 지원 

 개별화한 학습 계획 

 가족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가족 옹호자. 

 발달 검사 

 청력 및 시력 검사 

Early Head Start 센터 기반 옵션:  

 Logan (South Center) 

         670 West 400 South 

         Logan, Utah 84321 

 Logan (North Center) 

        1300 North 200 East, Ste. 102 

        Logan, Utah 84321 

EHS 시간 월~금 오전 8시~오후 2시  

 

Preschool Head Start 센터 기반 옵션:  

Logan, Brigham, Hyde Park, Hyrum, Malad,  

Richmond, Smithfield, Tremonton, Preston, Paris 

가정 기반 

Early Head Start Preschool Head Start Bear River Head Start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Both Early Head Start 및 Preschool Head Start  

프로그램은 다음 카운티에서 가정 기반을 제공합니

다 Box Elder, Cache, Rich, Bear Lake, Caribou,  

Franklin, Oneida and South Bann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