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 Readiness Checklist

Student’s Name학생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ying to grade신청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ginning등교시작일 ___________일__________월 __________년
Person Completing This Form 신청서 작성인 __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에 표시
Most
Times

Some
Times

Almost
Never

항상

때때로

전혀

1. Says first and last name.
이름을 말할 수 있다.
2. Is understood when he/she speaks in native language?
모국어로 알아 들을 수 있게 말한다.
3. Child can speak (in native language) 5-6 complete
sentences at a time.
모국어로 한 번에 5,6개의 문장을 말한다.
4. Child can zip/button/tie his/her own clothing and shoes
스웨터나 외투, 바지 등의 지퍼나 버튼을 혼자 채우고 열 수 있다.

5. Can count to 20 in native language
모국어로 20 까지 셀 수 있다.
6. Your child can walk backwards 2 meters.
2 미터 이상 뒤로 걸을 수 있다.
7. Skip 2 meters.
2미터 이상 한 발로 걸을 수 있다.
8. Hop 2 meters.
2미터 이상 두 발을 모아 뛸 수 있다.
9. Can stand on one foot for 5-10 seconds.
5-10 초 동안 한 발로 서있을 수 있다.
10. He/she can take care of his/her own bathroom needs
independently.
혼자서 용변 후 뒷처리를 할 수 있다.
11 Child can follow 2-3 directions at a time - being told once.
Ex: “Choose a book; sit in the red chair; hands in your lap”.
12. Able to draw or copy shapes (squares, circles, triangles,
etc.)“책 가져오고, 방을 깡총 뛰어다니고, 문 닫아”와 같은 한
번에 주어진 2-3가지의 지시를 따를 수 있다.
12. Able to draw or copy shapes (squares, circles, triangles,
etc.) 도형(네모, 삼각형, 동그라미 등)을 그릴 수 있다.
13. Can write numbers 1-10/English letters?
영어알파벳/숫자 1-10 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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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ounce and catch a ball.
공을 튕기거나 잡을 수 있다.
15. Name the 8 major colors that are being pointed to - in
native language.
주요한 8 가지의 색을 말할 수 있다.
16. Listens to a story without interrupting.
주의 분산되지 않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다.
17. Able to use scissors to cut paper into shapes.
가위를 사용해 종이를 오려 도형을 만들 수 있다.
18. Draw/color pictures that are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한다.
19. Able to hold pencils/crayons properly.
연필과 크레용을 바르게 잡는다.
20. Count to ten in native language?
모국어로 10 까지 셀 수 있다.
21. Count to ten in English?
영어로 10 까지 셀 수 있다.
22. Name major body parts.
주요 신체 부위를 말한다.
23. Recognizes authority (follows rules, understands the
teacher is in charge, does not have a defiance problem).
(규칙을 따르고, 선생님을 따르고, 반항하지 않으며)
권위자를 인정한다.
24. Knows the English Alphabet (A, B, C,)
영어 알파벳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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