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갈 시기가 되었나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치원 입학은 어린이에게 설레고 신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교사를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에서 좋은 경험을 한 어린이는 학교에
들어가도 잘 해냅니다. 유치원에서 나쁜 경험을 한 어린이는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등원 전 날에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첫 등원을 하기 전에 자녀와 유치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이가 유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세요. 다음과 같은 어린이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 두세요.
유치원에 가면 뭐부터 해? 마칠 때는 어떻게 해? 어디서 점심을 먹고 놀아?

봄에 유치원을 방문해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가 첫 등원을 하기 전에 유치원을 찾아가보세요.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유치원 실내를 걸어보세요. 놀이터, 식당, 화장실에 가보세요. 장소에 가보고
사람을 직접 만나면 어린이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유치원에 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부모(형제자매 또는 친구)도 처음에 그랬다고
말해주세요. 곧 익숙해 질거라고 안심시켜주세요.

아이가 잘 쉬고 잘 먹었는지 확인하세요.
유치원 생활은 프리스쿨보다 더 피곤합니다. 자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 식사를
잘 하고 등원하면 유치원 생활을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등원을 시작하면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식사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이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는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제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물건을 챙기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와 유치원 생활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보내는 중요한 가정통신문이 있으면 꼭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세요. 가능하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때부터 이런 중요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가 자신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을 진지하게 여기세요.
부모가 유치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유치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와 놀았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교사와
유치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세요. 일정이 허용한다면, 학부모-교사 회의 및
기타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세요.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경험에 관심을 가지면 어린이는
다음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유치원은 중요한 곳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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