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 놀이계획(원격)

제2021-6호

원훈: 신나게 생활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어린이

☎ 031) 351-2191

상

만 4, 5세

기

간

2021. 7. 12. (월) ~ 7. 16. (금)

생활주제

시원한 여름

주

제

수박 놀이터

대

목

표
날짜 (요일)

•
•

수박을 이용하여 여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낸다.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교통안전)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해요

(생활안전)
⦁찬 음식은 조금만 먹어요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약은 간식이 아니야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쉿! 아무도 없어요

(재난안전)
⦁폭염도 재난입니다

놀이1

<수박 모빌 만들기>
⦁놀이꾸러미 미술 재료로 수박
모빌을 만들어요

<수박 안경 만들기>
⦁놀이꾸러미 재료로 나만의 수박
안경을 만들어요

<달콤한 수박 팔아요>
⦁수박 비치볼을 활용해서
우리 집에 수박가게를 만들어요

<중점교육 - 생태교육>
⦁가족과 함께 만드는 곤충도감

<수박 컬링>
⦁수박 비치볼, 부채, 테이프를
가지고 수박 컬링 놀이를 해요

놀이2

<중점교육 – 독서교육>
⦁달마다 만나는 그림책
「소금이 나오는 맷돌」

<동요 – 수박파티>
⦁11시 ZOOM(줌)에서
선생님과 만나 동요를 배워요!

<게임 – 에어캡 보물찾기>
⦁에어캡을 집 안 여기저기에
숨겨서 보물찾기를 해보아요.

<게임 – 수박씨는 어디에
숨었을까요?>
⦁11시 ZOOM(줌)에서
선생님과 만나 게임을 해봐요!

<계기교육 - 제헌절>
⦁7월 17일은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은 왜 생겼을까요?

프로그램명

활동1
<나침반 안전교육>
[여름방학대비 안전교육주간]

활동2
<우리집 유치원(EBS)>

가정통신

EBS와 함께하는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TV시청 안내: EBS1 채널 / 월~목요일 / 오전 9:40~10:30]
다시 보기: https://home.ebs.co.kr/livehome/main

<7대안전교육 - 생활안전>
⦁‘나는 튼튼한 어린이가
될 거야!’ 자료를
놀이꾸러미에서 꺼내 활동해요.

✿ 유아와 함께 놀면서 놀이 모습을 관찰하고 메모나 사진으로 공유해주세요.
①네이버 학급밴드 로그인 → ②메뉴탭에서 사진첩 클릭 → ③★원격수업 사진 업로드★ 클릭 → ④재미있었던 활동사진 1개 또는 재미있었던 이유를
작성하여 매일 올려주세요. (해당 게시물을 통해 출석 확인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유아의 사진이나 교사의 사진을 SNS 및 다른 곳에 게시하실 수 없습니다.)
✿ 놀이자료가 유아 가방에 함께 배부되었습니다. 원격수업 교육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유아들이 매일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13일(화), 15일(목) 오전 11시에는 교사와 함께하는 원격수업(실시간 ZOOM 접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당일 오전에 안내해드리
겠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