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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선택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성장, 발달, 학습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기들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합니다. 부모는 보통 비용, 유용성, 편의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부모가 아이에게 최상의 돌봄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을 고려하십시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즐거워 합니까?
�아이는 조용한 가정 환경에서 더 행복합니까?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십시오.
�따뜻하고 보살핌이 있는 환경입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필요와 신호에 세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고 하는 일에 흥미로워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영아나 유아가 있습니까? (그런 영유아가 없어야 합니다.)

�활동들이 발달적으로 적절하고 지적 자극을 줍니까?

환경을 보십시오.
�영아를 위한 안전 장소와 기고 걷는 유아용 공간이 있습니까?
�나이에 맞는 장난감과 학습 자료가 있습니까?
�공간이 어수선하거나 혼잡하다고 느껴집니까?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까?

건강과 안전 문제에 주의하십시오.
�해당 시설의 주 라이센스를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까?
�손을 씻는 싱크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깨끗해 보이고 냄새도 청결한 시설입니까?
�안전 덮개가 없는 전기 콘센트같은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작은 장난감이 3세 미만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씻고 소독합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기본적인 응급 처치, 유아 심폐소생술(CPR), 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유병이나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합니까? 영아를 안고 우유를 먹입니까? 식사 중에 유아를

감독합니까?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영아를 등에 뉘여 재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녀를 돌봐줄 돌보미를 만나십시오.
�영유아를 담당하는 주 돌보미가 있습니까? 돌보미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것 같습니까?
�돌보미는 서너명 미만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해당 돌보미는 아동 발달과 돌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 돌보미는 울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모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하십시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갈 때 교사와 대화할 시간이 있습니까?
�활동, 낮잠, 식사, 관심사 등 아이의 하루 일과 기록을 제공합니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참여를 권장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