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하기:

귀하와 보육사와의 관계

귀하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보육자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는 다른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귀하는 그들에게
귀하가 보육사를 방문하였을 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귀하가 보육사와 잘 지내는 것은
귀하에게 중요한 일이다. 매일
시간을 조금씩 내어 보육사와 대화
하라. 귀하가 귀하의 자녀를 보살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있음을
담당자가 알게 하라. 귀하 자녀의
보육이나 행동 사항에 대하여 염려
되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 하라.

자녀 보육 합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한 서면서류에 서명할 것을
예상하라.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물어보라. 귀하와 보육사는
같이 자세히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귀하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귀하와
보육사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점진적 입문
처음에는 자녀가 짧은 시간 동안만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러한 점진적 입문은 귀하의
자녀가 편안 하게 느끼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보육사와 점진적 입문을
상담하여보라. 귀하의 가족과 자녀,
귀하 스케줄과 보육 프로그램에
맞게 시간을 정하라.

상세한 안내:
귀하의 지역 사회에는 귀하가
보육에 대하여 얘기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건소나 아동 보육 정보자원 및
소개 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전화 번호
1.800.663.7867 또는 604.660.2421.
보육사나 보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구의 면허 사무실로 전화하기
바람.

이 안내서는 아래 언어의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불어, 한국어,
펀자비어, 스페인어, 월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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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육 센터
선택하기
제공처
웨스트코스트 아동 보육 정보 센터
Westcoast Child Care Resource Centre
2772 East Broadway
Vancouver, BC V5M 1Y8
604.709.5661 1.877.262.0022
www.wstcoast.org
후원기관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

귀하는 귀하의 자녀를 위하여 우수한
아동 보육 센터를 선택하고자 할 것
입니다. 귀하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아동 보육 센터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선택에 도움을 줄 몇 가지 조언들이
있다.

우수한 아동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지니고 있는 사항
•
•
•
•
•
•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
따뜻하고 친절한 보육사들
실내와 실외의 놀이
건강한 식단
다양한 놀이와 학습 활동
생활 일과

보육은 귀하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 또는 센터에서 제공 될 수 있다.
우수한 보육은 귀하의 자녀와 귀하
가족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킨다.
시간을 내어 몇몇 보육 프로그램을
방문하고 보육사들을 만나 보라.
이는 귀하가 무엇이 귀하와 귀하
자녀에게 최고의 것 인지 배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동 보육 센터를 찾기 전 생각
해야 할 점:
•
•
•
•

보육이 필요한 시간과 날짜
귀하 자녀의 나이와 경험
귀하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보육을 귀하의 가정 내에서나 집,
직장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원하는지

정보 수집:

귀하가 방문할 떄:

귀하가 할 수 있는 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알아 본다.
• 귀하 구역의 보건소에 전화하기
• 아동 보육 정보자원 및 소개
센터에 전화하여 알아 보기
• 신문에서 찾아 보기
• 귀하가 사는 주위 지역 사회
센터나 이웃사회봉사의 집 또는
가족봉사기관의 게시판 읽기
• 가까운 학교에 문의하기
• 이웃, 친구, 친척과 직장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여 알아 보기

주위를 둘러본다

보육사에게 연락하여 알아
보기:
귀하가 물어 볼 수 있는 질문들:
• 귀하 자녀가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 허가 등록 된 프로그램 인가?
• 등록된 보육사인가?
• 보육사의 경험과 교육은
어떠한가?
• 비용은 얼마인가?
귀하는 전화로 이러한 사항과 이
이상의 것도 질문 할 수 있디. 가끔
보육사는 자녀들 일에 바빠서
귀하가 다시 전화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귀하가 원하는 곳을 방문할 약속을
한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기 위해
귀하는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다.

•
•
•

장소가 안전하고 깨끗한가?
많은 장난감과 놀이활동이
있는가?
귀하 자녀가 거기 있다면 귀하
기분은 편하겠는가?

자녀들과 같이 있는 보육사를
살펴 본다.
•
•

•

그들은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가?
귀하는 그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투가 편안함이
느껴지는가?
하루의 과정들이 준비된 활동들
인가?

다른 아이들을 살펴 본다.
아이들은 그들의 활동과 서로 재미
있게 즐기는가?
• 아이들은 그들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
• 그들은 보육사에게 쉽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가?

프로그램과 다음 사항을
상의한다:
•
•
•
•
•
•

아플 때의 지침
훈육 지도 지침
휴가
현장 학습
방문객
기타 의문 사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