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KILTEO 학군 
유치원 및 초등학년 입학 신청서 

 
 
생년월일이 8 월 31 일 이후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학년의 조기 입학에 대해 예외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기 입학 신청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학년에서 학업성취능력이 충분한지를 

결정하는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선별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정신 능력 (4) 시각 식별 (7) 언어 발달 
(2) 대근육 운동 기술 (5) 청각 식별  
(3) 소근육 운동 기술 (6) 정서적/사회적 발달  

 

학생은 5 년 6 개월 단위로 모든 영역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유치원 초기 입학이 표시되었거나 6 년 

6 개월 단위인 것으로 평가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평가자로부터 조기 1 학년 입학이 표시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군에서는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워싱턴주 인가 심리학자 또는 워싱턴주 공인 심리학자가 

실시한 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외부 평가 요구 사항의 예외는 "무료 및 할인 중식(Free and Reduced 

Lunch)"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료 점심을 먹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는 조기 입학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 학년도에 고려 대상이 될 8 월 넷째 주 월요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조기 입학을 권하는 신청자는 주거 지역에 속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장은 2 개월간의 평가 기간에 자녀를 관찰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조정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계속된 학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조기 입학 허가 또는 2 개월간의 평가 기간 신청으로 인한 추천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초등교육 담당 

집행관의 권고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입학 시험관 
 

Mukilteo 학군은 워싱턴주 인가 심리학자 또는 워싱턴주 공인 심리학자가 실시한 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 심리학자들은 Mukilteo 학군에 조기 입학 시험에 관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목록을 제공한다고 해서 Mukilteo 학군은 특정 제공자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Dr. Christian Quayle 

(425) 385-3262 내선. 3# 

15418 – Main Street 

Suite 301 
Mill Creek, WA 98012 

 
Frances Douglass, Ph.D. 

(425) 478-9624 
 

 

Karen E. Clark, Ph.D.  
(206) 795-6365 

6869 Woodlawn Ave NE 
Suite #200 

Seattle, WA 98115 
 

Glenna Clouse, M.ED.  
206-617-2131 

19217 – 36th Ave W Suite 215 

Lynnwood, WA 98036 

Gwen Lewis, Ph. D. 
(425) 672-1850 

555 Dayton Street 
Suite D 

Edmonds, WA 98020 
 

 

 



Early Entrance Application 

조기 입학 신청서 
 

Studen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irth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이름: 생년월일: 

 

Gender: □ Male □ Female Today’s date: ___________________ Service area school: _________________ 

성별:     □ 남     □ 여 오늘 날짜: 서비스 지역 학교: 

 

Parent/Guardian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이름: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 Zip: _____________ 

주소: 시: 우편번호: 

 

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hon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Briefly state the reason(s) for this application for early admission to school: 

이 신청서에 학교에 조기 입학하려는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arent/Guardia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Tests most generally used: (use appropriate parts)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험: (적절한 부분 사용) 

 

WRAT (pre-academic)     WPPSI (mental) – or pref. short form Stanford 

WRAT(선행 학습)      WPPSI(정신) - 또는 전문 약식 Stanford 

Visual Motor Integration (VmI)    Alpern Boll 

시각 운동 통합(VmI)     Alpern Boll 

Wepman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Wepman       Vineland 적응 행동 단위 

Durrell – Gross Motor      Draw-A-Person 

Durrell - 대근육 운동      인물화 검사(DAP) 

Binet  

Binet 

 

  



Early Entrance Assessment 

조기 입학 평가 

Developmental Area 

발달 분야 

Assessment Instrument 

평가 기구 

Age Equivalent Score 

연령 또래 점수 

Cognitive 

인지 
  

Language 

언어 
  

Visual Discrimination 

시각 식별 
  

Auditory Discrimination 

청각 식별 
  

Social/Emotional 

사회/정서적 
  

Gross Motor 

대근육 운동 
  

Fine Motor 

소근육 운동 
  

 

 

Examiner Name (Pri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사관 이름(정자체): 

 

Examine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사관 서명: 날짜: 

 

NOTE: A brief report of tests give and the age level obtained in each of the seven areas must be delivered 

to the building principal no later than the fourth Monday of August to be considered. 

주: 시험에 대한 요약 보고서와 각 7개 영역에서 얻은 연령 수준은 고려 예정인 8월 넷째 주 월요일까지 

학교장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