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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조기 입학
Maryland 주 교육위원회(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와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에 의한 
유치원/1학년 조기 입학 정책에 따르면, 유치
원으로의 조기 입학을 하는 아동은 또래보다 
출중하게 높은 수준의 학업적 성과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 정서적 또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
다. 학생들이 상급반에 배치되어 생길 수 있
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하여 입학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포함한 입학
여부 고려는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은 해당이 안 됩니다. 
킨더가든-9월 2일-10월 15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유치원 조기 입학 과정에 고려대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조기 입학
유치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포
함됩니까? 
MCPS 커리큘럼 2.0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다음의 프로
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매일 90분간의 읽기/쓰기/언어 집중시간
 �  매일 60분간의 수학 집중시간
 �  연속성 있는 지도를 위한 진행 과정과 계

획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평가
 �  소그룹 또는 대규모 그룹 지도
 �  개별 학습 활동

커리큘럼 2.0을 통해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
함과 동시에 논리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을 
각 성적 산출 기간마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각 과목의 성적산출 기간별로 명시
된 개념과 주제를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정
보과목 간의 통합교육을 통해 명쾌하게 가르
치고 있습니다.
거주지 해당 학교에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유치원 수업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조기 입학이 최선의 선
택일까요?
다음 사항을 고려합시다. 

 �  조기 입학 과정의 취지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평가 담
당관에 의해 어린 학생이 평균보다 높은 학습 
능력과 발달을 보인다고 평가될 경우 유치원
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학
습 능력과 사회-정서 발달도가 고려대상입니
다.  

 �  심사를 원하는 아동은 교실 환경에서 연상
의 학생들과 학습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  학생들이 상급반에 배치되어 생길 수 있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하여 입학 기준은 높게 설
정되어 있습니다. 

 �  조기 입학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내리는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하며 이 결정은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정서
적 영향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유치원 초기 입학은 탁아 시설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탁아서비스는 
LOCATE: Child Care로 전화 (877-261-
0060) 하시면 관인 탁아 제공 시설 목록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www.mdchildcare.org/
mdcfc/for_parents/finding.html

다른 유치원 입학 예정자들과 
달리 조기 입학 지원자들은 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Maryland주법에 의하면 9월 1일 또는 그 이
전에 다섯 살이 되는 아동은 적격연령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침
에 따라, 생일이 9월 2일부터 10월 15일 사
이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조기 입학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심 신
청은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
이 안 됩니다.
유치원에 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나이가 미달
인 점과 함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
과 정서적 발달에서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아동 발달 평가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준
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는 다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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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영역에서 각 자녀의 진행 과정을 측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   건강 생활과 운동신경의 발달
 �  개인 및 사회적 발달
 �  읽기 및 언어 능력 발달
 �  수학적 사고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평가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 평가는 아동의 
학군내 지정학교(assigned home school)에
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부모님은 해
당 아동이 건강하고 평가심사에 참여할 수 있
다는 진술서(wellness disclosure form)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평가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아동에게 조기 입학에 대해 알
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이 심사를 받
는다는 것은 다음 학년도에 자동으로 유치원
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교습 담당 교직원이 유치원 오리엔테
이션에서 여러분 자녀를 관찰하고 평가합니
다. 학부모는 평가 심사 동안 함께 할 수 없습
니다. 학교에서는 기다리는 학부모님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시
험 당일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 담당 팀은 
평가 결과와 수집된 정보를 통해 결정된 결과
를 조기 입학을 권면 추천받은 아동의 학부모
님께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기 등
록이 허락될 경우, 학교는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며, 시작 전 꼭 참석해야 하는 학부모 면
담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조기 입학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MCPS 학군 안내 전화(240-314-4710)
로 먼저 전화하셔서 자녀의 초등학교를 
문의합니다.

 �  자녀의 지정 초등학교에 유치원 
조기 입학 지원서(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 application MCPS Form 
271-6: Application for 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를 요청하시고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위한 예약을 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departments/forms/pdf/271-6.pdf

 �  학부모님은 오리엔테이션 당일 기재한 
지정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지원서는 다음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 따른 지정 학교
 �  MCPS 웹사이트 www.
montgomeryschoolsmd.org/
departments/earlychildhood/ 
early-entrance.aspx

 �  Divis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Services office 
(전화:301-230-0691) 

 �  지원서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학교는 어떻게 결정을 검토 받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학교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원하는 부모/
후견인은 심사 결과와 추가 정보에 대한 학교
장과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요구하는 비공립/대체 
탁아 서비스와 탁아 서비스 제
공단체에 대한 주 여건은 어떻
게 됩니까?

 �  MSDE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동은 5세 또는 생일이 9월 1일 이전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서 
유아원(너서리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프
로그램 9월 1일 전에 3세 또는 유아원 프로그
램(너서리스쿨 프로그램)은 4세가 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에서 찾으면 됩니까?
유치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목표 및 
기대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MCPS의 
Kindergarten Information & Resources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
enroll/Kindergarten.aspx
유치원에 대한 Maryland 주 커리큘럼을 보기 
원하시는 경우는 MSDE 웹사이트를 방문합
시다. http://www.mdk12.org/instruction/
commonco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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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를 위한 본 안내서가 1990년도 미국 장애인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and Web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112, Rockville, MD 20850, 전화 번호 301-279-3391 또는 1-800-735-2258(Mary-
land Relay)로 연락해 주십시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ds(MCPS)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
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분은 청각 장애 프로그램(Deaf and Hard of Hearing Program)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통역 서비스: 전화 301-517-5539, 301-637-2958VP) 또는 이메일(interpret-
ing_services@mcpsmd.org)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CPS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혈통, 국적, 결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장애, 신체적 특
징 또는 성적 경향에 의한 차별을 금합니다. 차별 또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Title IX에 관한 문의 및 
불만신고는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전화번호: 301-279-3126, 1-800-735-2258/
Maryland Relay)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om 129, Rockville, MD 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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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우리는 각 학생에게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을 즐기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유도합니다.

사명
모든 학생이 대학 및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학력,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및 정서조절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핵심 목적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에서 성공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준비시킵니다.

핵심 가치
학습 
관계  
존중 
우수함  
공평

교육위원회
Mrs. Patricia B. O’Neill
의장

Mr. Michael A. Durso
부의장

Mr. Christopher S. Barclay

Dr. Judith R. Docca

Mr. Philip Kauffman

Ms. Jill Ortman-Fouse

Mrs. Rebecca Smondrowski

Ms. Dahlia Huh
학생의원

학교 행정
Mr. Larry A. Bowers
교육감 Interim Superintendent of Schools)

Dr. Kimberly A. Statham
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Dr. Maria V. Navarro
Chief Academic Officer

Dr. Andrew M. Zuckerman
Acting Chief Operating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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