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일제  
유치원

전일제 유치원 관련 정보

거주지 교육청에 문의 
http://www.bced.gov.bc.ca/schools/bcmap.htm

또는 사립학교 당국에 문의 
 http://www.bced.gov.bc.ca/apps/imcl/imclWeb/

IndSchoolAuthority.do 

방과 후 아이를 돌보아 주는 곳 찾기 
http://childcareinfo.gov.bc.ca/childcaresearch/search.aspx

조기 학습 관련 추가 정보 
http://www.bced.gov.bc.ca/early_learning/full_day_

kindergarten.htm
BC주에서는 우리 아이가 언제 유치원에 입학

할 수 있나요?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해에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을까요?

어린이마다 발달 정도와 속도가 다릅니다. 
유치원 입학에 대한 자녀의 두려움을 줄이고 
부모님도 마음의 부담을 더는 방법에 대해 
교장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와 상의하십시오.

전일제 유치원은 평생  

학습의 튼튼한 기초를 다질  

훌륭한 기회입니다.

유치원 입학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설레는 

시간입니다.

Full Day Kindergarten [Korean]



전일제 유치원

 • 교육부는 2010년부터 BC주 전역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제 
유치원은 이제 BC주에서 자격이 되는 
모든 5세 어린이가 다닐 수 있습니다.

 • 전일제 유치원 학습은 독해력과 수리력 
향상, 원활한 초등학교 진학, 대학 
졸업률 증가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전일제 유치원의 이점

자녀에게

 • 놀이를 통해 배우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 다른 어린이들과 더 많이 어울리면서 확고한 
사회 정서 발달과 자긍심 계발에 도움이 
됩니다.

 • 교육 자료를 더 많이 접하면서 탄탄한 수리력 
계발에 도움이 됩니다.

 • 교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학생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 하루 중 각 활동을 더 오래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소그룹 활동이 더 많습니다.

부모에게

 • 자녀의 학교에 대한 연대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뢰하게 됩니다.

 • 자녀의 정규 교육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 보육비가 덜 드는 경우 가계에 도움이 됩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욱 잘 잡혀 일하거나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깁니다.

어린이는 세상을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대하는 

타고난 학습자입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기초 쌓기

 •  연구에 따르면 놀이 중심 유치원 
프로그램은 학업과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미래의 학습 
습관을 결정합니다.

놀이는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사회성, 정서, 언어 및 인식 능력 

발달을 촉진합니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