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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조기 입학
유치원 조기 입학

유치원 조기 입학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유치원으로의 조기입학을 하는 아동은 또래보다 출중하게
높은 수준의 학업적 성과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
정서적 또한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상급반에 배치되어 생길 수 있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하여 입학
기준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포함한 입학여부
고려는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합시다.
 조기 입학 과정의 취지는 (MCPS)의 평가 담당관에 의해
어린 학생이 평균보다 높은 학습 능력과 발달을 보인다고
평가될 경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학습 능력과 사회-정서 발달도가 고려대상입니다.
 심사를 원하는 아동은 교실 환경에서 연상의 학생들과
학습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이 상급반에 배치되어 생길 수 있는 좌절감을 피하기
위하여 입학 기준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입학은 부모님/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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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영향력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기 입학은 탁아 시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아 시설에 관한 정보는 LOCATE로 문의전화합시다:
탁아서비스 877-261-0060 또는, 웹사이트 http://www.
marylandfamilynetwork.org/programs-services/
locate/에는 인근에 있는 탁아서비스와 프로그램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킨더가든-9월 2일-10월 15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유치원 조기 입학 과정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MSDE) COMAR 13A.08.01.02와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JEB, Early Entrance to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및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Regulation
JEB-RB, Early Entrance to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를 봅시다.

유치원 조기 입학
유치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MCPS 킨더가든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의 읽기, 쓰기, 수학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매일 읽기/쓰기/언어 집중시간
 매일 수학 집중시간
 연속성 있는 지도를 위한 진행 과정과 계획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평가
 소그룹 또는 대규모 그룹 지도
 개별 학습 활동의 기회
이 교습 프로그램에는 또한, 과학과 사회학습 내용과 함께 미술,
음악, 정보처리와 활용능력, 건강/보건과 체육 교습을 배울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해당 학교에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유치원 수업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치원 입학 예정자들과 달리 조기
입학 지원자들은 왜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Maryland주 규정(COMAR 13A.08.01.02)에 의하면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섯 살이 되는 아동은 적격연령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지침에 따라, 생일이 9월 2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조기 입학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심 신청은 10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치원에 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나이가 미달인 점과 함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에서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아동 발달 평가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는 다음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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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에 따른
지정학교(assigned home school)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부모님/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건강하고 평가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진술서(wellness disclosure form)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모/후견인은 평가와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아동에게 조기입학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음 학년도에 자동으로 유치원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교습 담당
교직원이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 자녀를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부모/후견인은 평가 심사 동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다리는 학부모님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시험 당일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담당
팀이 평가시험 데이터와 정보를 검토한 후, 평가시험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학교는 또한, 권면/
추천받은 학생의 부모님/후견인께 시작 전 꼭 참석해야 하는
학부모 면담 날짜를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을 합니다.

조기 입학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학부모/후견인은 MCPS 학교 중 자녀의 거주지에
따른 학교(home school)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해당 학교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Boundary Information
Line 240-314-4710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2시에
전화합시다. 또한 공립학교 웹사이트의 School 사이트에
있는 거주지에 따른 배치 학교(School Assignment Tool:
www.montgomeryschoolsmd.org)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 배치학교 확인 도구(School Assignment
Tool) Board Policy JEA, Residency, Tuition, and
Enrollment 참조.
 학부모/후견인은 유치원 조기 입학 지원서(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 application MCPS Form 271-6:
Application for Early Entrance to Kindergarten)를
작성하고 자녀의 지정 초등학교에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위한 예약을 합니다.

 지원서는 다음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지정 학교
 MCPS 웹사이트: http://www.
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forms/
pdf/271-6.pdf
 초등학교 통합교육 교과과정 팀사무실(Elementary
Integrated Curriculum Team office), 240-7404090.
 학부모님/후견인은 오리엔테이션 당일 기재한 지정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이 학교의 결정 에 관한 정보를
더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의 결정에 따른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신 학부모/후견인은
학교장과 평가시험 결과와 추가 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요구하는 비공립(대체) 탁아 서비스와
탁아 서비스 제공단체에 대한 주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MSDE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동은 5
세 또는 생일이 9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서 유아원(너서리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9월 1일 전에 3세 또는 유아원 프로그램(
너서리스쿨 프로그램)은 4세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어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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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합시다. http://www.mdk12.org/
instruction/commoncore/index.html

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조국,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부모 상태, 결혼상태, 나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 가난,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관련으로서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MCPS 차별금지 성명 전문과 차별에 따른 조사 또는 불만사항 및 조정사항 요청은 MCPS 웹사이트를 봅시다: http://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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