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KIDS  
도전을 환영합니다

유치
입학

은 여러분과 자녀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참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학기 초

가족과의 유대를 위해 자녀
의 선생님과 만나보세요. 서로
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 아이가 취학 전 교육을 받았거나 보육 기관을 다
닌 적이 있다면, 초기 학습 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
의 공유를 고려해 보십시오.

+ 또한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평가 정보의 공
유를 고려해 보십시오.

2.
11월 

초까지

자녀의 선생님이 WaKIDS
과정을 통해 자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 내 아이의 장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
려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보 창구 : 

WaKIDS 웹사이트 
www.k12.wa.us/WaKIDS

“Introducing Me!”(나 소개하기!), 가족 유대감을
위한 대화의 길잡이용 소책자 

https://bit.ly/2HH88Sk 

워싱턴 주 초기 학습 및 
개발 가이드라인, 출생
부터 3학년까지 
https://bit.ly/39RcMt0 

일반적으로 유치원 입학 시  확인되어 
WaKIDS에서 측정되는 특성 

https://bit.ly/3bTsCFk 

WaKIDS 및 워싱턴 주 기준 
https://bit.ly/2SPNshw 

 

360-725-6161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
유치원이 자녀를 위한 
훌륭한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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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가는 길:

무엇을: WaKIDS.

언제: 자녀의 유치원 
입학 시

어디서: 자녀의 새로운 학교에서

왜: 서로 협조해 평생 학습으로 
가는 최고의 출발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 무엇입니까?
Washington Kindergarten Inventory of 
Developing Skills(워싱턴 학습 기술 배움 
유치원) 또는 WaKIDS는 다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 유치원을 찾는 학생과 그 가족을
환영합니다.

• 학생의 강점을 평가합니다.

•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아동의 개발 및 학습 특성을
논의합니다.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나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학습 
도우미가 되어 원활한 유치원 적응에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팀원입니다.

아동 

초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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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협동

록 
제

유치원 교사와  
초기 학습 제공 기관은 

아동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

합니다.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길을 

터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
교사가 아동의 강점을 

대로 파악합니다.

여러분과  

가족과의 
자녀를 더 잘 알기 

위해 가족과 교사가 
파트너가 됩니다.

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