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가든 입학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킨더가든에 입학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킨더가든
입학절차와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준비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킨더가든 입학(2 월 초) 이전 준비 사항
킨더가든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정보

•

지역 학교 킨더가든

•

Early 프렌치 이멀젼
http://www.sd43.bc.ca/Programs/French%20Programs/Pages/default.aspx

•

만다린 이중언어 프로그램
http://www.sd43.bc.ca/Programs/Mandarin/Pages/default.aspx

•

몬테소리
http://www.sd43.bc.ca/Programs/Montessori/Pages/default.aspx

•

레지오 프로그램
http://www.sd43.bc.ca/Programs/Reggio/Pages/default.aspx

이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세션은 1 월 저녁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 학교 검색싸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d43.bc.ca/Programs/Pages/KindergartenRegistration.aspx
여러분의 자녀를 킨더가든 프로그램에 입학시키실 때 고려하실 사항들:
•

자녀들이 집 주변 학교에 다니길 원하십니까?

•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강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학습욕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아이들의 학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킨더가든 입학 지원 후
킨더가든 환영 인포메이션 세션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세요

킨더가든 입학 첫 주에 학부모들의 기대 사항들
저희 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는 적응 시간을 거치면서 학교의 한해를 시작합니다. 적응
기간의 목적은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들과 사귀는 다양한 기회들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 외에 소그룹에서의 아이들은 점차 학교와 교실
환경에 적응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안전하고 서로를 돌보는 학습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입학 첫주에 모든 아이들과 보모님들은 환영 대화 시간에 참석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이 대화 시간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하고, 부모와 돌보는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강점들과 도전할 부분들을 공유할도록 요청될 것입니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의 적응 기간 스케줄에 대한 정보를 각 가정에 보낼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양육자를 위한 질문들과 주요 사항들
소통
어떻게 선생님들과 학교는부모님들/ 양육자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

이메일

•

플래너

•

선생님 웹싸이트

•

학교 웹싸이트

•

스쿨 캘린더: 학교 운영 시간, 학교 쉬는 날

학부모들께서 궁금점이 있으시면, 교육청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세요.

Administrative Procedure 380:
http://www.sd43.bc.ca/Board/Policies/Administrative%20Procedures/Administrative%20Proce
dure%20380.pdf
학생들의 학습 (reporting)
•

학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언제 이 절차가 이루어 지는가?

•

어떻게 학습이 소통되나?

쉬는시간과 점심 시간
•

쉬는시간과 점심 시간에 누가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가?

•

점심 먹을때 누가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가?

•

먹지 않는 음식은 집으로 보내 지는가?

•

견과류금지 규칙이 있는가?

•

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음식쓰레기 프로그램이 시행되는가? 점심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학생들이 주스를 마실 수 있게 허용 되는가?

•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

핫 런치 프로그램이 있는가? 킨더가든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

“웨스트 코스트 ( 비가 오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밖에서 놀아야 한다) ” 쉬는 시간 정책이
있는가?

•

어떤 날씨에 학생들은 “인사이드 데이 (교실안에 머물를 수 있는 날)”를 가질 수 있는가?

학교 도착과 끝나는 시간
•

학생들은 학교 건물 어디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가?

•

학부모님들은 학교 내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가?

•

학교 시간 중 학부모들은 학교 빌딩에 들어 올 수 있는가?

•

학교 시작 벨이 울릴 때까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려야 하는가?

•

드랍 오프 (학생들을 내려주는) 구역이 있는가?

•

학교 시작 전과 후에 학생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가?

주의 – 거리를 건너는 데 학생들을 도와주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학교 준비물
•

학생들은 실내화가 필요한가? 특별한 요구 물품이 있는가 (예: 체육시간 복장, 매직 테이프)

•

여벌의 옷이 필요한가?

•

실외학습이나 놀이를 위해 특별한 복장이 필요한가?

•

체육복이 필요한가?

비상사태를 위한 준비
비상시 절차는 무엇인가?
•

화재

•

지진

•

코드 엘로우

•

코드 레드

학부모/ 양육자 참여
•

자원봉사 기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학부모의 필수 절차는 무엇인가? (예, 범죄기록 체크, 운전면허 기록,
자원봉사 지원서)

•

PAC (Parent Advisory Council) 또는 DPAC (District Parent Advisory Council) 은 무엇인가?

특별 행사들
•

학교내 또는 교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특별 행사들은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지는가?

•

어셈블리 (학교전체 모임)는 있는가? 가족들이 이 모임들에 참석해도 되는가?

•

학생들은 야외활동 (필드 트립)에 참여하는가? 야외활동에서의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특별 발표회의 기회들이 있는가?

•

스포츠 데이나 액티비티 데이(운동회)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