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dy란 무엇인가요?
Kindy로 알려진 Kindergarten은 취학 1년 전에 제공되는 
파트타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indy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녀들은 놀이를 통해 학습하게 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취학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Queensland Government의 승인을 받은 kindy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식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 
교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Kindy 프로그램은 유아 교육 센터, 
일부는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 학교, 그리고 센터에 갈 수 
없는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원격 교육이나 eKindy 형태로도 
제공됩니다. 

Kindy에서 배우기
Kindy에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다음을 배우게 됩니다: 

• 언어를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감정을 표현하기

• 친구를 사귀고,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나누고 놀기

• 새 경험을 통해 배우기

•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강인력을 기르기

• 예술, 무용, 연극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 지식을 기르고, 새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학교 생활의 시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기. 

입학 방법
퀸스랜드에서 어린이들은 취학 1년 전에 kindy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Kindy 프로그램은 제공업체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가장 적당한 입학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kindergarten과 미리 연락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indy에 입학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해당 연도의 6월 30일 
까지 반드시 4살이 되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Kindy 입학 가능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2018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2019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2020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021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2022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2023

여러분의 자녀를 입학시킬 때 필요 사항:

• 자녀의 성명과 주소

• 자녀의 부모, 보호자 또는 가디언의 상세 내용

• 법원 명령, 양육 명령 또는 계획의 상세 내용

• 특별 필요 사항의 상세 내용 (예. 장애, 음식 알레르기 또는 
기타 필요사항)

• 생년월일 증명서류 (예. 출생 증명서)

• 의료 및 예방 접종 서류

• 자녀 픽업이 허용된 사람들의 상세 내역 및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여러분의 센터는 이 정보의 기밀을 보장하고 여러분은 자녀의 
개인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ueensland의
 Kindy



   Facebook에서 The Early Years Count를 찾아보세요 

Kindy 프로그램의 선택
퀸스랜드의 모든 어린이들은 취학 1년 전에 승인된 kindergarten
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승인된 kindergarten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정식 유아 교육 교사들이 가르치는 놀이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 취학 1년 전 어린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년에 40주, 일주일에 
15시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Queensland Kindergarten Learning Guideline 또는 기타 
Queensland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인증 
학습 프로그램에 맞게 진행됩니다.

Queensland Government의 승인된 프로그램을 찾으시려면, 
‘kindy tick’을 찾아 보세요.

Kindy 비용
Kindergarten 비용은 개별 센터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kindy에 연락하셔서 비용 전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및 저비용 kindergarten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족  
(수양 가족 포함)들에게 제공됩니다:

• 현재 유효한 호주 정부 헬스 케어 카드 (HCC)를 가진 가족  
(또는 어린이)

• 현재 유효한 호주 정부 연금 수령자 할인 카드를 가진 가족  
(자동 HCC 혜택)

• 재향 군인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Gold 
Card나 White Card 소지자

• 관련 정부가 HCC 발급 의도를 밝히는 공식 문서나 편지 
소지자

• 호주 애보리진이나 토레스섬 원주민 (또는 어린이)

• 동일 학년에 다니는 동일 연령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무료나 저비용 kindergarten에 대한 보조금은 여러분의 센터로 
바로 지불되어 여러분이 실제 내는 비용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보조금은 
한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일 보육원 (long day care)에서 kindergart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은 연방정부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육 서비스 보조금을 받을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는 
Centrelink에 문의하십시오.

수양 가족 또는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kindy에 연락해서  
아동 보호 센터 (Child Safety Service Centre)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
Queensland Government 13 74 68번에 전화 문의, 또는 
www.qld.gov.au/earlyyearscount에서 ‘kindy’를 검색하세요

이 정보는 2018년 7월 현재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