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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넌트 힐스 전쟁기념 어린이센터 미션 
 

우리의 비전은 어린이와 학습에 가치를 두는 양육 환경에서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유치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페넌트 힐스 전쟁 기념 어린이 센터는 모든 가족을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며 파트너십과 협력을 장려합니다. 

 

페넌트 힐스 전쟁 기념 어린이 센터는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닌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HWMCC 는 다루그  &  구링가이 (Darug & Guringai)이 족이 이 땅의 

원주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와 함께 갈 

사람들과 함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는 가족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양육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협력하여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고 서로의 지식의 강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상호 신뢰, 수용 및 존중에 근거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아이 에게 유익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 자녀가 각각의 개성이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각 어린이는 다양한 경험, 관점, 기대, 지식 및 기술이 있고, 이 모든 것은 학습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하고 유능하며 쾌활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 희망과 꿈은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유치원 날이 모든 측면에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탐구하고, 실험하고, 선택을하고, 위험을 고려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열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놀이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심이 왕성한 학습자가 

되어 동료와 교사 모두와 협력하고 협력하고 협상하는 법을 배우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협력 교육 과정을 믿습니다. : 협력 

교육 과정은 아이들의 관심, 가족의 노력, 교사의 지식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학습 환경이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혁신적이고 자극을 줄 수 있는 학습 공간이 협업, 의사 소통 및 탐구를 장려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에 

가치를 둡니다. 우리는 많은 자연 요소로 된 아름다운 야외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의 실내 및 실외 공간은 우리의 아이들과 

교사의 건강과 웰빙을 고취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 경험과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에 종사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적인 교사들이 그들의 직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향상된 결과로 이어질 믿습니다. 우리의 교사들은 신뢰감, 양육 관계, 행복감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든 어린이들이 포함되고, 소중하고, 환영받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 성찰 및 높은 수준의 전문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연습 뿐만이 아니라 조기 유아 교육입니다. 우리의 교사들은 신뢰, 존중 및 정직성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 협력과 전문성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지역 사회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속감이 필수적이며 자녀, 가족, 교사 및 관리 위원회가 협력하여 이를 달성한다고 믿습니다. 유아 교육과 보살핌의 

우수성으로 알려진 유치원은 지역 사회 내에서 길고 풍부한 역사와 중요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어린이들이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과 그들이 가진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앞으로도 우리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환경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존중하도록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의 모든 측면에 지속 가능한 실천을 행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포괄한다고 믿습니다.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인류에 대한 공동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 

 

페넌트 힐스 전쟁 기념 어린이 센터는 

우리 가족들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이야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www.phwmcc@iinet.net.au 
 

또는 관리위원회 회장에게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PHWMCC 
PO Box 537 
Pennant Hills 
NSW 1715.  
 

모든 불만 사항은 유치원의 불만 처리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유치원 정책 

매뉴얼은 웹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보내주세요. 

NSW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Directorate 
Locked Bag 5107 
Parramatta  NSW 2124 
1800 619 113 
ececd@det.nsw.edu.au 
 

 

유치원 거버넌스(관리 방식) 

 

유치원은 이익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부모가 

관리위원회를 선출합니다. 

 

모든 가족은 협회의 회원입니다. 모든 

학부모는 매년 3월 연례 총회에서 유치원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NSW 정부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현합니다: 

 

 국가 품질 기준  

 초기 학습 프레임워크 
 

다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www.acecqa.gov.au 
 

제본은 사무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phwmcc@iinet.net.au/
mailto:ececd@det.nsw.edu.au


운영 시간  
 

우리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NSW 

공립학교 학기 일자 (연간 41주)동안 오전 

8:15부터 오후 3:45까지 입니다.  

 

핵심 유치원 프로그램은 오전 9 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제공됩니다.  오전 9시 

이전 도착하고 오후 3 시 보다 늦게 픽업 

해야하는 가족을 허용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은 오전 8:15시까지 유치원 

에 입장할 수 없고 오후 3:45 시 후에는 

즉시 떠나야합니다. 
 

커리큘럼 & 학습 과정 
 

페넌트 힐스 전쟁 기념 어린이 센터는 

놀이 기반의 커리큘럼을 구현합니다. 

아이들 각각의 니즈와 관심사를 

반영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탐험하고, 만들고, 조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원이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신체 발달,   협동  및  협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도전해 나간다고 

믿습니다. 

 

자연 기반의 놀이, 지저분한 놀이와 야외 

놀이는 일과 중 큰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매체를 통해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사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각 

어린이의 학습내용을 기록합니다.  

 

가족은 언제든지 자녀의 발달에 대해 

논의하거나 담당 교사와 미팅 할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의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교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의 교실에 있는 주간 프로그램은 한 

주 동안 수업의 학습 방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가족분들이 이것을 읽고 

아이디어를 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하루를 공유  
 

매주 우리는 가족과 함께 수업 내용을 

공유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컴퓨터 슬라이드 쇼  

 학습내용 벽에 표기 

 교사 면담 

 이메일 

교실 팀은 아이디어 공유, 비공식 토론 및 

예정된 회의를 통해 자녀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학습 

때때로 아이들은 현장학습을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녀가 가기 전에 

여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적, 

목적지, 시간, 인력 배치 및 위험 평가를 

설명합니다. 가족은 자녀가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가족 참여 

가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관장하는 PHWMCC 관리 

위원회 

 PHWMCC 학부모 클럽 – 사교 행사 

및 모금 그룹 

 부모반 - 저녁 식사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우리는 

가족들의 생각, 취미, 관심사, 직업,  문화 

적 경험 및 기술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역 산책에 갈 때 부모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컨텐츠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PHWMCC 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념하고 자녀에게 경험에 추가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종교적 

축제, 음식, 음악,   역사 및 전통과 같은 

가족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사를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유치원 관리/보수 

우리는 우리가 유치원 정원과 채소 텃밭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초대하므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교실팀이나 

사무실에 이야기해주세요. 

 

건물 관리/보수 

PHWMCC 는 작은 수리는 지역 상인 

이나 가족을 통해 고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종종 가족들에게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까?” 라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꿀벌 키우기 

우리는 매년 1~2 꿀벌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멀칭, 페인팅, 원예 및 

기타 직업을 도와달라고 초대합니다. 

유치원 개선 계획 (QIP)의 검토 

및 개발 

가족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포함되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귀하의 견해와 

유치원 관리에 대한 참여를 높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품질 개선 계획은 

사무실 외부 및 각 교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부는 각 교실과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정책 매뉴얼은 유치원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항상 환영하지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언제든 외부나 내부에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원 등원/하원 
 

자녀가 유치원에 못 나올 경우,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교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교사는 필요한 경우 다른 

가족에게 전염병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예: 수두)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는 자신의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등/하원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실의 출석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등/하원시 평소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예: 놀이 

약속에 가거나 다른 사람과 집에 갈 경우, 

교실 직원이 개별 메시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유치원에 글/이메일로 지정된 성인만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16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부모 허가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자녀가 유치원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진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음).   

 

아침과 오후에 떠날 때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녀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하며 감독없이 

놀기 위해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울런드리 공원과 유치원 사이에 보드 

워크가 매우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떠날 때 자녀의 손을 잡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중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시에 문 2개를 열지 마십시오.  

 

유치원 뒤의 보드워크로 오는 경우 

아이들이 길로 뛰쳐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hields Lane 의 "멈춤" 표지판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원하면 느리게 

가"로 간주되므로 유치원을 떠나는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때로 교실에 대한 

다른정보는 교실의 출석현황표 옆에 

배치됩니다.  

 

개별 교실은 종종 책이나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입력이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각 교실에는 이메일 주소가 각각 있으므로 

교실 교사와 직접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픈 경우, 

당사가 질병 패턴이나 인식 가능한 발병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유치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십시오.  

 

메모, 인보이스, 영수증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으려면 복사본을 자녀의 메모 

주머니 또는 사물함에 두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취향에 따라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세부 사항 의 변경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자녀 

픽업자, 등과 같은 가족 세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비상 사태에 

필수적입니다. 

 

자동차와 주차 
 

주차는 윌리스 애비뉴 &  Shields lane 

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입구의 양쪽 공간은 직원 주차 

전용입니다.     우리 교사들는 다른 

시간에 와서 이동하오니 빈 자리라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린이/아기를 차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이들이 차에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면 직원은 경찰에 연락할 

것입니다. 

 

 

유치원 탈원 
 

아이를 탈원할 땐 학기 중엔 4 주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4 학기 중 또는 그로부터 탈원하는 

어린이에게는 4 학기 요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관련 변경 사항은 원장과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생일 

 



우리는 자녀의 생일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20 개의 개별 케이크(작은 컵케이크)를 

보낼 것을ㅡ권장합니다. 

 

자녀가 알레르기나 음식 과민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6 개의 작은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유치원 냉동실에 

보관할 것 입니다. 

 

 

 

자녀의 친구를 자녀의 파티에 초대하려면 

교실에 있는 어린이 노트 주머니에 

초대장을 보내주십시오. 

 

견과류 주의 

 
 
 

 

 

 

 

 

 

 

유치원에 견과류 제품들을 보내시면 

안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유치원에 견과 

알레르기를 가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PHWMCC는 항상 알레르기 쇼크에대해  

관리 교육을 받은 교사가있으며 비상시를 

위한 에피네플린 주사를 갖고있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특정 

제품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유치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 

 

추가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삶의 처음 몇 년 동안 

의사, 치료사, 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까? 유치원에 전문가로 

부터 최근 받은 아이들의 평가를 

알려주십시오. 예를들어 언어 병리학자,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심리학자, 

소아과의사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사무실에 

연락하여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유치원 

프로그램에 결합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개별 미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모든 유치원  직원은   아동 보호 훈련을 

받았으며  필수 보고자 입니다.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132111 아동 보호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우리의 아동 보호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및 유치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 케어 
 

유치원은 매일 Cancer 

Council 30+ 자외선 

차단제를 공급합니다.  

자녀가 특별한 자외선 

차단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 교사와 논의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선크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품에 대한 재료 안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밖에서 놀기 전에 발라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야외 놀이 시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겠습니다.  

 

유치원 복장착용 

자외선 차단을 위해 우리는 당신의 아이가 

항상 가방에 모자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어깨를 커버 옷을 입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기 쉬운 옷을 

입어야하며 활동적이고 지저분한 놀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방에 항상 

바꿔입을 여분의 옷을 지참해 주십시오. 

 

신발은 활동적인 놀이에 적합해야 합니다 

– 슬리퍼는 안됩니다. 

화장실 훈련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초기에 화장실 

훈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월에 

이메일을 통해 유치원에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가능하면   

기저귀보다는 속옷을 입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낮에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비상 대피 및 통제 

비상 대피 및 통제 행동은 아이들과 

함께 1 년에 4번  연습합니다. 

유치원에서 실제 대피 또는 통제가 

된 경우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위치를 알릴 것입니다. 만일 통제 

상태에서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있게되고 대피의 경우, 어린이들은    

울룬드리 공원이나 볼링 클럽에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PHWMCC 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실천을 통해 헌신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원예, 벌레 농업 및 

재활용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데 동참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이 다음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누드 푸드 보내기 - 최소한의 포장식품 

 상자, 뚜껑, 코르크, 골판지 롤, 

요구르트 용기, 등 공예품을 

기부합니다(계란 상자나 화장지 

심지는 안됨) 

 

종이 용품이나 봉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을 

목표로합니다. 

 

가정용  배터리, 프린터 토너 및 카트리지,  

싸인펜, 빵 클립 및 병 뚜껑을 위한 수집 

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원에서 

올바르게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Return & Ear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치원 입구에는 병을 

위한 파란색 240Ltr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감염 통제 
   

자녀가 학교에 오기 전에 

해열/진통제(파라세타몰)을 필요로하는 

경우 아이가 아프고 다른 아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집에 계십시오.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은 

공중 보건법 및 NSW 규정에 따라 지침을 

따르며 www.health.gov.au. 

다음과 같은 경우 어린이는 유치원에 오지 

않아야 합니다. :  

 아이가 회복하고 약물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 시간 

이내에 처방 약을 시작했습니다. 

 위장염 또는 설사로 아프고 묽은변이 

24 시간이내 멈추지 않을 때 

 지난 24 시간이내 구토 

 해열/진통제(파라세타몰)를 필요로 

하는 발열 

 지난 24 시간이내 경련 또는 간질 

발작이 있는 경우 

 출석 2 시간 전 

천식 발생시 

 발진이나 반점 

 눈, 귀 또는 코에서 

노란색 또는 녹색 

분비물 

 처리되지 않은 머리 이, 옴, 좀, 백선, 

농가진 

유치원은 위 중 어느 것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데려가게 합니다. 

 의사를 볼 필요가 있는 경우 

 교사가 아프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원은 머리 이가 나타나거나 전염성 

발병 사례를 보고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약물 투여 
 

자녀가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치원 

교사는  다음과 같은 약물만 투여합니다. 

 아이의 의사에 의해 아이를 위해 

처방된것 (원래의 용기에 아이의 

이름과 복용량과 처방전이 있어야함)  

 유통기한 내의 것  

 

모든 약물은 교사가 "약물 관리 

허가"양식에 기입하고 주어집니다. 이 

양식은  부모가 작성하여  교실  교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비 처방전 또는 

라벨이 없는 약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38.5c이상이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 정보 양식에 

따라 관리 할 수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자녀에게 Panadol 을 한 번 

투여합니다. 

http://www.health.gov.au/


 

천식/과민증(아나필락시스)/질병 
 

자녀가 천식이나 과민증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다니기 전에 치료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관리  계획을  

제공해야하며 약물은 항상 유치원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 감염 

정책으로 인해 천식 치료를위한 자신의 

스페이서를 제공해야합니다. 

다른 모든 의료 관리 계획은 유치원 시작 

전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 처치 
 

모든 교사는  심폐소생술, 천식 및 과민성 

관리를 포함한 응급 처치 증명서를 

보유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공중 보건법 2010 에 따라 모든  아동의  

예방 접종  상태는 등록하기 전에 

제공되야하며 모든 가족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나이에 맞는 예방 접종 완료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예방 접종으로 뒤처진 

경우 인정할만한 후속조치 

2018 년 1 월부터 부모의 양심적 

이의제기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는 더 이상 유치원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ealth.nsw.gov.au/im

munisation/Pages/childcare_qa.as

px 

PHWMCC 가 수락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아동 예방 접종 등록부 (ACIR) 

예방 접종 히스토리 증명서 

 ACIR 예방 접종 면제 - 예방 접종 

제공자에 의해 인증 된 약물 사용 금지 

양식 (IMMU11) 

 호주 아동 예방 접종 등록부 (ACIR) 에 

예방 접종 제공자가 인정할만한 

후속조치 스케줄이 있는 경우 가족은 

1800671811 나 이메일 

acir@medicareaustralia.gov.au 로 

연락하여 자녀의 예방 접종 세부 정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 예방접종을 할 때 

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을 우리 사무실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자녀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http://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childcare_qa.aspx
http://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childcare_qa.aspx
http://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childcare_qa.aspx


유용한 팁 

 

 

물감묻은 옷 세척 

밤새 차가운 비눗물에 옷을 담근 다음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 하십시오. 

뜨거운 물, 세탁 세제 또는 분무 얼룩 

제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치원에서 긍정적인 

시작을위한 팁  
 

모든 교사는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행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불안을 

감지하고 자신을 불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에서 할 모든 멋진 일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운전하거나 

지나가거나  자녀가 즐겼던 것들의 

오리엔테이션 점심 식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사용하여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책을 

만듭니다. 

 자녀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실 팀과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울 

수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루틴처럼, 일찍 오지 

않는 경우, 자녀와 함께 활동에 참여 

가능한 한 오전 9시에 가까운 여기에 

도착하려고합니다  (약 15 분).  그런 

다음 작별 인사를하고 한 번 더 

키스를 위해 남아 있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신속하고 자신있게 작별 

인사를하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은차에 도착하기 전에 에 

괜찮아집니다).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자녀에 대해 염려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가 아프거나 불안한 경우 

연락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에대해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잡으세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져와야 할 

것 

책가방  -  점심, 아침 차, 물병, 

갈아입을 옷과 모자를 담을 수 

있게 충분히 커야합니다. 

음료 -  큰 물병 1 개 (팝업 탑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 된 뚜껑이 있음) 아침 차와 

점심 식사를위한 물로 가득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이 것을 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종일 자녀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시 채워집니다. 안이 보이는 병이 

하루 종일 어린이의 물 섭취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바람직합니다. 

모닝 티 - 영양이 풍부한 

간식 - 소금과 설탕이 적은 

것. 예: 과일, 치즈, 

요구르트,말린 과일, 야채 스틱, 크래커, 

딥 등 

 

미리 포장된 음식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점심 - 자녀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의 영양가 있는 

점심을 제공하십시오. 냉장 

보관해야 하는 품목이 필요한 경우 종이  

봉투에 넣고 라벨링 및 자녀의 이름을 

써주세요 - 직원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음식을 재가열 할 수 

없으며  보온병에 음식을 담지 마세요. 

등록을 위해 자녀 정보 양식에 부착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캔디, 칩스, 초콜릿 또는 견과류 제품과 

같은 간식은 집에  두십시오! 

모자는 항상 여름과 겨울에 착용할 

것이므로 자녀가 항상 가방에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넣어주십시오. 

 

'비상상황'을 위한 전부 갈아 입힐 수 있는 

옷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종종 물이나  진흙  놀이에 

젖지만 유치원은 여분의 옷이 많이 

없습니다.  

 



장난감을 가져오지 마세요  

 

자녀를 드레스 업하여 보내지 마십시오.  

 
 

  
 

의류 및 기타 소지품의 모든 

항목에 자녀의 이름을 

표시하십시오. 



금전적 문제  

학비는 각 학기 

전에 발행 된 세금 

청구서와 함께 

사전에 

지불됩니다.  모든 

학비는 정기적 지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한 각 학기의 2 주까지 전액 

기한이 됩니다(일정을 잡으려면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회계감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4학기 학비는 매년 

11월 말까지 만기입니다. 

학비는 직접 입금(선호)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이나 수표는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기한내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공제된 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모든 

신용카드 결제는 1%의 부과금을 받게 

됩니다). 

 

사전 지불금 환불 정책 

등록 시 "사전 지불금"이라고 불리는 

$300의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대로 이 금액은 4학기 

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학비 지원 

수수료 지원은 저소득 가족  건강 카드  

(아래 샘플)를 보유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Office 에 

문의하십시오. 지원금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유치원의  예산  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136 150번    가족  지원 

사무소에 또는 웹 사이트를 방문해 문의해 

주십시오: 

www.familyassist.gov.au.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가족과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도 학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http://www.familyassist.gov.au/


Our 

Mon / Tues / Wed -  Garraway Classroom 
 

    Cathy White               Sam Thomson               Myra Lucky  
 

email : catherine.phwmcc@iinet.net.au 

Jill Crispe 
  

Director 

Mon - Fri 

Margo Leggott 
  

Ofice Manager 

Mon/Tues/Fri 

Mon / Tues / Wed -  Warragal Classroom 
 

   Sue Rosenblum       Lorraine Zeaiter  Georgie James 
 

email : sue.phwmcc@iinet.net.au 

Mon / Tues – Buru Classroom 

   Alison Gierek               Sandra Sosic  Rose Moait 
 

email : alison.phwmcc@iinet.net.au 



  

Staff 

Wed / Thurs / Fri – Buru Classroom 

   Nerida Hall                     Sandra Sosic    Eva O’Hara 
 

email : nerida.phwmcc@iinet.net.au 

Thurs / Fri – Garraway Classroom 

   Jodie Elliot                  Dianne Gunstone    Ginny Fox 
 

email : jodie.phwmcc@iinet.net.au 

Thurs / Fri – Warragal Classroom 

   Megan Stoddart            Jane Pines                  Laudie Miate 
 

email : megan.phwmcc@iinet.net.au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당신과 당신의 아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일  

1. 유치원에 오는 날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2.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에 입학하는 모든 어린이는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을 통해 

들어와야합니다. 

3. 도착 시 – 부모는 출석부에 서명 해야하며, 픽업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하고  

직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아이의 얼굴, 팔 및 목에  자외선 차단제를바르십시오. 

5. 자녀가 가방을 풀도록 도와주십시오. 

6.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점심은 냉장고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 종이 봉투는 전체 도시락이 아닌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에만 제공됩니다. 

7. 음료수는 음료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8. 모닝티는 사물함 앞에 놔주세요. 

9. 모자는 사물함 앞에 놔주세요. 

10. 전날부터 만든 예술 작품과 공예 작품을 모아주세요. 

11. 자녀가 출석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 자녀가 할 수 없을 경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그들이 다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2. 앉아서 책을 읽고, 퍼즐을 하거나 자녀와 같이할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휴식. 

13. 당신이 떠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심하십시오. 자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떠나면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14. 자녀가 걱정될 경우 유치원에 전화 주십시오. – 걱정만 하며 집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교실은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정시에 데릴러 오십시오!  아이들이 늦으면 종종 불안해 하기 때문에 첫 주에는 약 10 분 일찍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실에서 자녀를 만나십시오. 

16. 자녀의 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세요. 교사와 이야기하고 컴퓨터 슬라이드 쇼를 시청해주세요.  

17. 아이들의 메모장을 어떤 메모라도 늘 확인해 주세요. 

18. 자녀의 가방, 공예품, 모자, 가방 및 음료 병을 모아주세요. 

19. 작별인사를 하고 자녀가 하원한 것에 대해 서명해주세요. 

20. 직원들은 다음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십시오.   



  

 

 

 

 

 

 

 

 

 

 

 

 

 

 

 

 

 

 

 

 

 

 

 

 

 

 

 

 

 

 

 

 

 

 

3-7 Shields Lane 

Pennant Hills NSW 2120 

  PO Box 537 

 Pennant Hills NSW 1715 

 02 9484 1133 

 0447 014 809 

  phwmcc@iinet.net.au 

 www.phwmcc.org.au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phwmcc.org.au. 
 

여기에서 정책, 부모 핸드북, 

대기자 명단 정보, 직원 목록 등과 

같은 포괄적인 정보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넌트 힐스 전쟁 기념 어린이 

센터" 

서비스 등록 세부 정보: 

 

서비스 승인 번호: 

 

 SE 00008690 
 

공급자 번호: 

 

 PR00004968 
 

지명된 감독자: 

 

 질 크리스프 

 

감독자 승인 번호: 

 

 CS00001758 
 

책임자: 

 

 질 크리스프 

 고소 로젠블룸 

 네리다 홀 

 조디 엘리엇  

 산드라 소식 

 앨리슨 기렉 

mailto:phwmcc@iinet.net.au
http://www.phwmcc.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