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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풀 잎 반 (만 4세)

생 활 주 제

시

기

3월 15(월) ~ 3월 19일(금)

건강과 안전

활 동 목 표

· 우리 몸의 성장을 위해 음식이 필요함을 안다.
·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 딱지놀이를 하며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안전한 어린이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해요

·안전하게 등원해요

·만나면 바르게 인사해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함께하고 존중하는
어린이

·내가 원하는 놀이하기
자
유
롭
게
놀
아
요

실내
자유선택
놀이

·친구와 함께 놀이하기
·놀이 계획-실행-평가하기
·언어 영역: 몸을 깨끗이 해주는 물건 자석 글자
·수조작 영역: 이 닦기 게임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요

바깥놀이

·꽃에 물주기
·비누방울 놀이
·이야기 나누기
-골고루 먹어요

함께 놀아요
(대·소집단 활동)

·동화
-로봇팔을 찾아주세요
·책놀이 상상놀이
-하늘 하마 대공원 장식하기

가정에서 준비해요

알림사항

·과학 영역: 사슴벌레 먹이 주기
이 닦기 모형으로 이 닦기
·미술 영역: 청소도구 색칠하기
·음률 영역: 슈베르트 자장가에 맞춰
악기 연주하기
·쌓기 영역: 튼튼 놀이터 만들기
·역할 영역: 리듬체조 선수 되어보기
·학급특색(물•모래 놀이)
-조깨껍데기, 공룡화석 찾기
-모래성 만들기 -모래 가져가기 게임

·새노래
-깨끗하고 튼튼하게
·꼬꼬무놀이(유치원 특색교육)
-바나나 땡 술래잡기
-한지 딱지, 공룡 딱지, 전통 딱지놀이

·가방 앞주머니에 항상 넣어주세요-여벌 양말1 켤레, 마스크 1개

·교육과정반 하원 시간: 오후 1시, 유치원 현관 입구에서 기다려주세요.
·담임선생님과의 전화통화는 13:00~16:30 사이에 유치원으로 전화주세요. ☎ 031-217-5137
·약이 있는 경우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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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 교 육 – 우리 아이, 분리불안 일까요?
부모님과 떨어질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
지만 어릴 적 특정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
리불안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부모님과 떨어지길 싫어해요
분리불안은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익숙한 장소나 애착 대상(엄마와 아빠)과 분리되는 것에 대
해 과도하게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는 자신의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렇기에 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요
부모님과 헤어지거나, 헤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그 상상만으로도 고통과 더불어 메스꺼
움이나 두통 및 구토를 호소하는 등 다양한 신체의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슬픈 기분을 느끼며 놀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심리적 요인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또는 애완동물의 갑작스러운 죽음, 전학, 부모의 이혼, 이사 등의 경험
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과보호적이거나 과잉통제적인 양육태도로 아동을
대하는 경우, 불안정한 애착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 환경, 부정적인 상호 작용 등을 통해서도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바른 상호작용과 애착 형성이 중요해요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양육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을 지녔거나 안전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24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도 충분히 안
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지요. 이때 주 양육자와 부 양육자가 서로 양육 방식과 아이에 대
한 정보를 교환하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