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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어린이는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킨더가든이란? 

킨더가든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킨더가든 프로그램은 정규 학위를 갖춘 교사가 지도합니다. 킨더가든에서 어린이들은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능들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킨더가든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가요? 

킨더가든에서 어린이는 읽기와 숫자 세고 익히기, 문제 해결 능력 등 장래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될 

기능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귀댁의 자녀는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어린 아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킨더가든에서 귀댁의 자녀는 새 친구를 

사귀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것입니다. 

누가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킨더가든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롱 데이 케어 센터와 독립형 킨더가든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킨더가든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해당 서비스가 정부 지원 킨더가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 지원 

킨더가든 (Funded Kindergarten)' 인증서가 해당 서비스에 진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정부는 호주 품질 표준 (National Quality Framework) 시스템에 따라 모든 킨더가든과 롱 데이 케어 

서비스를 심사하고 각 서비스에 품질 등급을 매깁니다. 모든 서비스 운영자는 받은 등급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그 등급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귀 가정에 적합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고 그곳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게 제공될 그 킨더가든의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킨더가든 교사가 모든 어린이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어린이도 다른 

어린이와 똑같이 놀고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부 킨더가든에는 영어를 거의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추가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이중 언어 교육자가 있습니다. 

킨더가든에 보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모든 아이가 취학 전 해인 1년간, 일주일에 15시간씩 킨더가든을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킨더가든은 정부 지원금 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일부 가족은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헬스케어 카드나 인도주의 

비자를 소지한 가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킨더가든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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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자녀를 보내고 싶은 킨더가든을 알면 그곳에 직접 연락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카운슬이 '킨더가든 중앙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카운슬을 통해 킨더가든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의 모자 보건 간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킨더가든은 그 전 해의 중반에 다음 해 프로그램을 위한 등록을 시작합니다. 많은 

킨더가든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킨더가든에 들어갈 기회를 최대한 높이려려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 

웹사이트 

가족에게 적합한 킨더가든을 찾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www.education.vic.gov.au/parents/childcare-kindergarten/Pages/default.aspx  

해당 지역 킨더가든 검색하기 

www.education.vic.gov.au/findaservice/Home.aspx  

 

전화 

빅토리아 동북 지역 (North eastern Victoria)  1300 333 231 

빅토리아 서북 지역 (North western Victoria)  1300 338 691 

빅토리아 동남 지역 (South eastern Victoria)  1300 338 738 

빅토리아 서남 지역 (South western Victoria)  1300 333 232 

 

한국어 서비스: 

• 131450번으로 전국 통번역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 본인이 속한 해당지역의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위 참조) 

• 전화상으로 계속 대기하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http://www.education.vic.gov.au/parents/childcare-kindergarten/Pages/default.aspx
http://www.education.vic.gov.au/findaservice/Home.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