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Title: Getting Ready for Kindergarten
Children’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1 Gerty Dr.Champaign, IL 61820-7469

Telephone: 217-333-1386
Toll-free: 877-275-3227
E-mail: iel@illinois.edu

https://illinoisearlylearning.org

유치원 등원 준비
유치원은 어린이를 배려해 집 근처로 정했습니까?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어 기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새학기가 다가오면 아래 사항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린이가 일리노이에서 유치원에 다니려면 어떤 건강 요건이 필요할까요?
 •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병원에서는 유치원에 제출할 서명된 양식을 귀하께도 제공해야 

합니다.

 •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의 검진

 • 검안사 또는 의사의 시력검사.

 • 필수 예방접종 기록 전체 어린이가 등원 첫 날에 준비가 잘 되어 있도록 미리 시작해주세요. 

필수 예방접종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일리노이 공중보건국(Illinois 
Public Health Department) (217) 782-4977 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교사는 어린이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바랄까요?
 • 연필, 크래용, 가위를 손에 쥐고 사용하기

 • 이름을 말하고 등원 및 하원 방법 말하기

 • 코트 걸기, 화장실 가기, 손 씻기 등 혼자 하기

 • 또래나 어른과 잘 어울리고 타인의 소유물과 권리 존중하기

 • 개인 및 단체 활동

 • 약 15분 동안 앉아서 청취하기

 • 교사의 지시 두세 가지 기억하기. 시작한 과제 마무리하기

 • 간단한 규칙과 차례 지키기

자녀의 등원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변 환경에 대해 알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와 함께 도서관이나 마트에 가거나 버스를 타고 

박물관이나 공원으로 신나는 나들이를 다녀온 후에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궁금해 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단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색깔과 모양의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 사물과 소리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유치원에서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유치원에서 제안하는 유치원 점검 또는 방문 기회를 활용하세요.

 • 유치원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자녀와 부모의 준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세요.

어린이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발달 검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면 지역 교육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800) 851-6197 

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childfind-idea-il.u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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