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교육계획안>

생활주제
주제선정
이유

만3세 백합반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유치원 광명서

교육상담
및 문의

02-2687-7736
(오후 2시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장미반

주제전개시기

2022.3.2.~3.31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유아들 역시 낯선 기대감으로 새로운 반과 선생님, 친구들과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에 맞춰 생활 주제 ‘우리 원과 친구’를 선정하여 유아들
이 원의 물리적·인적 환경을 탐색하면서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유치원의
환경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너와 내가
행복한
백합반

주제망

함께놀이
하는 유치원

유치원에서의
하루

광명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한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
록 건강·안전에 유의해주시고, 유치원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1. 입학식 안내
*일시:3.2.(수) A- 11:00~11:20 , B- 11:30~11:50
(전원귀가. 맞벌이 방과후과정만 정상운영)
*방법: 교실에 학부모 한분과 함께 각반별로 입학식을 실시 후 가방 및 입학선물을 받고
귀가함
2. 유치원 적응(맞벌이 방과후과정 정상운영)
어린이들에게 처음 만나는 선생님, 친구, 유치원 교실이 낯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등원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고, 하원은 개별 어린이들의 적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이들의 적응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잘할 수 있어’,
‘선생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보렴‘ 등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와

기 간

주세요

3.2(수)
3.3(목)~3.4(금)
3.7(월)~11(금)

반명
백합 A
백합 B
백합
난초, 장미
백합
난초, 장미

14(월)~

수업시간
11:00~11:20
11:30~11:50
9:00~11:00
9:00~13:00
9:00~13:00
정상
정상 등․하원

급식
×
×
×
○
○
○

방과후과정

실시함

3. 신학기 준비물: (3월 4일 금요일)까지 제출
1) 여벌 옷(바지,팬티,양말), 곽티슈, 물티슈, 두루말이 화장지 각 1개. 실내화, 물통,
여분 마스크(kf80 이상)
2) 모든 물품에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 신학기 물품은 어린이들의 위생, 청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양치질 미실시)
4.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또 다른 광명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족들과 서로 반가운 마음을 담아
등․하원 시간에 인사합니다.

♡ 함께 하는 놀이 주제 ♡

입학을 축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고 사랑습니다.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에 접근하며 탐구해가
는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창의적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상황이라 많은 것이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며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가까워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유치원의 환경

유치원에서의 하루

▷ 우리반 이름과 교실 알아보기

▷ 등 ․ 하원하기

▷ 시설물 사용방법 알아보기

▷ 자유선택활동하기

▷ 유치원 돌아보기

▷ 집단활동하기

▷ 유치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 급식(간식)먹기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 친구와 함께하기
▷ 친구이름 알기
▷ 친구와 다른 점 알아보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함께 놀이하는 유치원
▷ 함께 사용하는 물건과 장소 알아보기
▷ 안전하게 놀이하기
▷ 혼자 놀이 놀이,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
알아보기
▷ 함께 놀이할 때의 약속 알아보기

* 이야기 할머니 동화듣기: 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파견 사업으로 우리 유치원에
매주 월요일 이야기할머니께서 방문하시어 옛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3월 14일부터 실시함)

행사

* 다문화 교육: 광명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내원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모든 행사는 10:00시 시작이오니 늦지 않게 보내주십시오.
* 학부모 상담주간: 3.28(월)~4.1(금). 기타 일정은 추후 공지

*교육활동은 유아들의 흥미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