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움을 통한 기회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에서의 

보육 서비스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AMEP 수업을 받는 동안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무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MEP 교육 기관은 여러분의 자택이나 AMEP 수업 장소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보육 

시설을 알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MEP 교육 

기관은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보육 시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MEP 교육 기관은 여러분의 AMEP 수업 시작일에 맞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할 

것입니다. 또한 수업일자에 따라 보육 시설 내 자녀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육 시설의 자리들은 한정되어 있고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리가 즉시 나지 않거나 필요한 날 중 일부만 제공되고 

자리가 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보육 서비스는 여러분이 AMEP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AMEP 수업 외 

시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MEP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나 영어 수업을 모두 

마쳤다면, 본인이 별도로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나 서비스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일정 

기간 보육 시설에 가지 않게 되면, 미리 예약된 보육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AMEP 교육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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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P 수업에 많이 결석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자녀의 자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AMEP 수업을 받게 되면, 무료 보육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AMEP 교육 기관은 보육 서비스 필요를 평가할 때 학생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자체 보육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부하는 방법 

• 본인이 희망하는 곳보다 더 먼 거리의 보육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방법 

• 보육 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가정방문 교사나 원격 학습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 

주선된 보육 서비스가 본인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AMEP 교육 기관과 상의하십시오. 

보육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AMEP 교육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