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놀이 활동 계획
석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031-217-5137
반

명

풀 잎 반 (만 4세)

생 활 주 제

시

기

3월 8(월) ~ 3월 12일(금)

유치원과 친구

활 동 목 표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에 관심을 갖고 같이 놀이해본다.
·나와 친구의 다른 점을 알고 존중한다.

안전한 어린이

·친구와 안전하게 놀이해요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요

·만나면 바르게 인사해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실내
자유선택
놀이

·내가 원하는 놀이하기
·친구와 함께 놀이하기
·놀이 계획-실행-평가하기
·언어 영역: 어떤 물건일까요?
·수조작 영역: 안전하게 놀이해요

·과학
·미술
·음률
·쌓기
·역할

바깥놀이

·유치원 놀이터, 텃밭 살펴보기
·비누방울 놀이

·놀이기구 안전하게 이용하기
·돋보기로 자연물 관찰하기

함께하고 존중하는
어린이

자
유
롭
게
놀
아
요

·이야기 나누기
-서로의 마음 알아보기

함께 놀아요
(대·소집단 활동)

·동화
-만약 친구가 없다면
·신체
-친구와 거울 놀이
·새노래
-친구야 쉿!

가정에서 준비해요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우리 교실 물건 관찰하기
친구, 선생님 얼굴 그리기
악기 탐색하기
여러 가지 블록 놀잇감
역할 영역 소품으로 놀이하기

·유치원 특색교육
-바나나 땡 술래잡기
·학급 특색교육 (물•모래 놀이)
-모양틀로 모래 놀이하기
-구덩이 파기
-도로 만들기
-조개껍데기 숨기기

·가방 앞주머니에 항상 넣어주세요-여벌 양말1 켤레, 마스크 1개

·교육과정반 하원 시간: 오후 1시, 유치원 현관 입구에서 기다려주세요.
알림사항

·담임선생님과의 전화통화는 13:00~16:30 사이에 유치원으로 전화주세요. ☎ 031-217-5137
·약이 있는 경우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매일 8시 30분까지 유아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본 교육활동은 유치원 사정 및 유아의 흥미와 요구, 기후변화 및 사회현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뒷장에 계속

부 모 교 육 – 수줍음이 많아 걱정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며 부모 뒤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한 경
우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조차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기 힘들어하지요. 어른이 필
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지도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이의 성향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수줍은 아이를 정반대의 성격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아이를 변화시
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성향을 인정하되, 아
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상황에 노출시키기
아이가 수줍어하는 상황을 파악하여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점차 확장시켜 보
세요. 예컨대 부모 앞에서 책 읽기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형제, 더 나아가 친척이나 다
른 사람들 앞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대상을 조금씩 넓히는 방식입니다.
자주 외출하기
외출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연스레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이때 부모가 이웃 사람
들 혹은 가게 직원들과 정겹게 대화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아이는 간접적으
로 사회 체험을 하는 셈이고, 점차 부모의 모습을 거울처럼 모방해 나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