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종일개원하는 유치원에 관한 정보 

머킬티오 학군(Mukilteo School District)은 모든 학생들에게 유치원을 온종일( full-day) 개원합니다. 각 학급에서 최고 품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요 교과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아동들의 사회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 

주고, 창조적이며 직접 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고 “전인격 아동” 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아동이 조기 교욱 

푸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 아동의 특유한 학습 필요 요건에 초점을 둔 발달에 

적합한 실천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길잡이 유치원 센터(Pathfinder Kindergarten Center)에서 써비스를 받습니다. 길잡이 유치원 

센더(Pathfinder Kindergarten Center) 에 다니도록 배당된 유치원 학생들의 출석 지역은 봄철 유치원 입학 등록시에  부모님들께 

통지가 될 것입니다. 

 

고 품질 유치원을 위한 지침 

 

온종일 개원 유치원 푸로그램은 각 아동 각자의 특성을 충족하게 끔, 양육적이고 엄격하면서 고품질인 교육 푸로그램을 만들도록 한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교직원 과 부모님들을 안내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즉: 

• 가족들이 아동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선생들이다. 

• 가족들과 학교와 사회공동체간의 협력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기여한다. 

• 아이들은 모두 능력있고, 경쟁력이 있는 배우는 학생들이다. 

• 아이들이 어른들과 든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안전하고, 긍정적이고, 자기 나이에 알 맞으면서도 유익한 놀이를 하며 독립심과 체격사이에 균형이 

되는 환경이 뒷 받침 될때  아이들은 크게 성장한다. 

• 아이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가장 잘 배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의 발견과 교제와 창조성과 문제 해결과 소통과 놀이를 통하여 배울 기회가 제공 

될때 가장 잘 배운다. 

• 고 품질 유치원 푸로그램은 아동이 선도하면서 선생이 지도하는 것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발달적으로는 적당하며 학술적으로는 엄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다. 

•고 품질 유치원 푸로그램은 아이들이 개인으로서 발달 할때, 아이들의 필요와, 기능과 능력면에서 각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그 

차이점을 지원한다. 

• 유치원은 하나의 진학 과정의 해이며 조기 학습 경험과 초중고 제도 (K-12 system)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활이다. 

•고 품질 유치원 푸로그램의 지도자들은 아동의 발달에 괸해 이해를 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적당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개학 첫 3 일간, 유치원 교사들이 학생과 부모와 함께 만나는 회의 스케줄을 짤 것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여러분의 아동이 유치원으로 유연하게 진학 하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담임 교사를 알 기회를 갖게 되고, 질문 핳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나누 실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의 자녀가 즐기는 활동 

•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일들 

• 여러분의 자녀가 좌절감이 들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새로운 환경 조건에 처할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배우는지 

•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 온 동안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들인지 

•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건강 및 기타 정보 

 



온 종일 개원하는 유치원 교과목  

 

유치원 교사들은 읽기, 쓰기, 수학 및 과학의 모든 과목분야를 위해 학군이 채택한 교과목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교과목은 연구 결과 

작성된 것이며 워싱톤 주 학습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 자금 지원 온 종일 개원 유치원을 위한 필요 조건들 

 

고품질 온 종일 개원 유치원 푸로그램의 주요 요소: 

1. 최소한 1,000 시간의 교습 푸로그램을 제공함 

2. 하기와 같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험 할 교과목을 제공함: 

a. 읽기, 수학, 및 쓰기 학 과목에 있어서 초기 기술을 개발 

b. 각종 의사 소통 기술 개발 

c. 과학, 사회, 예술, 보건, 체육 그리고 영어 이외의 세계 언어 과목에 있어서의 경험을 제공 

d. 크고 작은 자동차 기술 습득 

e. 개별적 또한 구룹의 한 부분으로써 학습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및 감성적 기술 습득 

f. 직접 손으로 하는 체험들을 통한 학습 

3. 발달적으로 적합하며 창조성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 수립 

4. 조기 학습 제공자들과 강한 유대와 소통을 보여 줌  

5. 조기 학습제공자들과 해당 학부형들과의 유치원 푸로그램 준비태세 활동에 참여  

6. 워싱톤 주 유치원 개발 기술 재고 (WaKIDS) 현황을 관리 

 

한 아동의 개발에 있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해야 말로 마법과 같은 때입니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교사들로 하여금 어울리고 

의미있고 적절한 학습 기회를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이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유치원 다니는 

해를 지내며, 성공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아동은 각자의 속도로 자라고 발달합니다.   같은 학급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 사이에 공통적이고 개별적인 학습 필요들을 이해 하는 것이 유치원 교사가 각 아동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조기 학습 및 발달 지침 

 

워싱톤 주의 조기 학습 및 발달 지침은 조기 학습 전문가들과, 사회 공동체 및 문화 기관들의 연합하여 만들고 기록 된 것인바, 태어나서 

부터 3 학년에 걸친 자녀들에 관해, 이것이 학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침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인(나)의 가족과 문화에 관하여 

• 관계 형성 

• 만지고, 보고, 듣고, 돌아 다니는 것 

•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 의사 소통 (글 깨우침) 

• 본인(나)의 세계에 대하여 배우기 

 

이 조기 학습 및 발달 지침들은, 자녀들의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존중 하도록 조심스럽게 고안된 바, 이 지침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달 단계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 것들을 다운로드(download) 하시려면 여기 표시된 웹 사이트에서 하세요: 

http//www.k12.wa.us/EarlyLearning/Guidelines.aspx. 

 

온 종일 개원 유치원에 관해 정보를 더 원하시면, 워싱톤 주 온 종일 개원 유치원 가이드를 여기 표시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State-Funded Full-Day Kindergarten 

 

 

 

http://www.k12.wa.us/EarlyLearning/Guidelines.aspx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early-learning-washington-state/state-funded-full-day-kindergarten


유치원 준비 태세 

 

온 종일 개원 유치원을 대비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도울수 있나? 

 
각각의 아동은 특유하며,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배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가지 기술은 한 아동이 쉽게 배울수 있는 반면, 다른 기술은 같은 아동이 습득하는데 더 많은 실습이 요구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단순이 읽어 주거나, 자기 이름 쓰는 것을 도와 주거나, 물건의 수를 세거나, 알파벳 문자들 이름을 

대거나 발음하거나, 꼴 모양을 말하거나, 가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자녀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가족이나 애완동물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기술들을 실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을 돕기 위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고안된 “조기 

학습 및 발달 지침”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지침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달 단계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여기 표시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ate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Guidelines 

 

나와 나의 가족과 문화  
 

•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 문화적 전통, 의례의식, 일상생활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나누세요.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것들의 일부가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동생을 돌보는지를 가르치세요.  

• 여러분의 자녀의 질문들에 대답을  잘 해주고, 관심사는 계속 추구하게 도와 주세요. 이와 관련된 책이나 정보를 온 라인에서  

  찾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의 감정과 다른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임무에 집중하여 노력하는지 확인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와 기억력을 이용하는 게임들을 하세요. 

 

관계 형성 
 

•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기회들을 만드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도록 격려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환경이 바뀌면 관계와 행동에 적용되는 다른 법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 음식, 장난감, 일용품 및 놀이터의 기구들 같은 물건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개념을 토론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순번이나 차례를 기다리도록 격려하세요. 

• 동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존중히 여기도록 격려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약간의 지도만 해 주면 스스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내도록 하세요. 

 

만지고, 보고, 듣고, 돌아 다니는 것  

•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신체 활동을 할 기회를 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점푸, 달리기, 껑충 껑충 뛰기, 팔다리 허리 굽히기, 몸 뒤틀기, 스트레칭, 균형잡기 (선을 따라 걸으면서)   

  그리고 공을 굴리고 던지고 튀기는 것과 같은 각종 운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하세요.  

• 음악에 맞춰 춤추고, “리더를 따르라(follow-the-leader)” 놀이를 하게하고, 또는 “다른 사랍처럼 걷기(make-believe  

   walks)”를 계속하게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이름과 편지 쓰거나 그림 그리는 종이, 마커 또는 크레온을 보관하세요 

• 새로운 일을 잘 하도록 배우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상기 시키세요. 어려운 어떤것을 자녀가 시도하고 있을 

  때는 가까이 머물어 계세요.  

• 여러분의 자녀와 5 가지 감각기관 이름을 말해 주고 그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 돕는지 토의 하세요.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upport-programs/early-learning-washington-state/early-learning-and-development-guidelines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변함없는 일정 또는 시간표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확실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2 번씩 자기 이를 닦도록 응원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손 씻는 버릇을 갖도록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지내는 동안 물을 마시도록 격려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정기적으로 치과의사 및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전에 관해 얘기를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할 놀이를 정하는 것과 논 후에는 장난감을 제 자리로 갖다 치우도록 격려하세요 

 

 

의사 소통 (글 깨우침) 
 

• 단어 게임(word games)하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음절 만들기(make rhymes)를 함께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와 하루를 지내면서 대화를 하세요. 자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응답하시며 자녀들로 부터도 똑 같이  

  하기를 기대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일 무엇을 읽어 주세요. 여러분이 읽어 준 것에 대해 묻고 말(토론)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기 이름을 찾아 내게 하시고, 철자(spelling)를 말하게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책이나 잡지에서 보는 알파벳을 말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철자들을 찾아 내게 하시고 발음도 하게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이름을 쓰게 도와 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100 까지 세는 것과 숫자들 쓰는 것을 도와 주세요. 

•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자녀로 하여금 어느 특정 색갈의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는 것을 연습하게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일년중 월 이름을 배우도록 도우세요. 

• 여러가지 다른 꼴 모양과 크기에 관해 여러 물건들을 비교하면서 말해 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와 카드 놀이나 보드 놀이를 하세요. 

• 밖에 나가셔서 돌, 식물, 벌레 및 자연에 관해 말해 주세요. 

•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살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알게 하세요. 

•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림, 춤, 동작 또는 음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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