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설문지                                                              

프리스쿨/유치원 새학기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Foothills Alliance School은 

Solid Foundations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이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Speech and Language), 총체적 운동 기능 (fine/gross 

motor), 정서 조절 (emotional regulation), 행동적 지지 (behavioral supports), 

사회적 기능 (social skills), 그리고 영어수업 (English Language Learning) 을 

통하여 자녀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설문지는 

교육에 대한 자녀들에 생활과 학습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있을 학년과 

성장발달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공하는 자료로 쓰고자 마련한 설문지입니다. 

현재 놓여진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름(Full Name of Child):    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YY/MM/DD):    _________________  

수업시간/요일 (Time/Day of Class): _________________                                                                                                                                          

    

아래 문항들은 ‘자녀가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 표시하여 주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X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얘기할때 주로 쓰는 언어의 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한 단어 (예 ‘위’, ‘가’, ‘나’) 

❏ 한 문장에 2-3개의 단어를 사용 (예. ‘엄마 우유’ ‘과자 먹어’) 

❏ 4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음. (예. ‘나는 

바나나가 좋아요’) 

❏ 간단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양치하게 칫솔 가져오자’) 

❏ 2-4가지를 대부분 기억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컵은 제자리에 놓고 책 가져오자’) 

❏ 같이 읽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얘기를 할때 

❏ 부모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부분 알아듣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 가족과 지인들 모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가족과 지인들 대부분 알아듣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단어나 소리를 기재하여 주세요.  _____________ 

 

나의 자녀는  

❏ 스스로 옷을 탈의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신발과 겉옷을 신고 입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손을 닦고 말릴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손가락과 스푼, 포크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 스스로 화장실(용변)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 여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것을 좋아합니다. 

❏ 다른 아이들이나 형제/자매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 다른 아이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 감각자극에 대해 과하거나 적지않고 적절히 반응합니다. (예: 통증/열/차가운 것에 

무감각하지않고, 특정 소리나 촉감에 대해 비정상적 반응이 없으며, 물체의 냄새 

맡는 거나 만지는 거를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 새로운 활동과 환경이 바뀔때 잘적응합니다 

❏ 새로운 배움에 기쁨을 표합니다. 

❏ 끈기있게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 일과를 잘따라서 수행합니다. 

❏ 개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다른 공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 어른의 도움을통해 감정을 조절합니다. 

❏ 자진해서 부모와 떨어집니다. (예: 주일학교, 활동수업, 기타등등)  

❏ 새로운 활동을 시도합니다. 

 

나의 자녀는 

❏ 주먹보다 손가락으로 크레파스나 연필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블록을 4-5개 정도 쌓을수 있습니다. 

❏ 버클이나 단추 신발끈같은걸 스스로 시도하려 합니다. 

❏ 손이 아닌 팔을 이용해 색칠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세로, 가로, 동그라미, 십자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 가위를 사용해 종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 시력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청력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언어치료 또는 작업치료 아니면 다른 전문가 치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소통 

❏ 우리는 집에서 영어로 소통합니다. 

❏ 우리는 집에서 ___________로 소통하고, 나의 자녀는 영어를 조금 사용할 줄 압니다. 

❏ 우리는 집에서 ___________로 소통하고, 나의 자녀는 영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한 다른 구체적인 우려가 있으시면 기재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성명               학부모 서명 

 

작성된 설문지는 jschmeiser@mysolidfoundations.com 로 사용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anet Schmeiser 

Director of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othills Alliance Preschool and Kindergarten 

mailto:jschmeiser@mysolidfoundatio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