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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솔바람 소리♩
아이들 크는 소리♩

즐거운 여름방학

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052)710-3320)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즐겁고 보람된 방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이 소중한 우리 아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
전한 여름방학을 선물해주세요~
1. 교육과정 방학기간 : 2021. 7. 23(금) ～ 2021. 8. 31(화)

(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 동안 교육과정 담임교사는 직무, 자율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육과정 담임교사 대신 방과후과정 전담사와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우
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것입니다.☺)
2. 개학일 : 2021. 9. 1(수)

♣ 유치원 친구들이 지켜야 할 약속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2.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식사 후에는 이를 꼭 닦습니다.
3.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할 때, 돌아와서는 웃어른께 인사를 꼭 합니다.
4. TV, 비디오는 시간을 정해 놓고 봅니다.
5. 음식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골고루 먹습니다.
6. 친구 집에 놀러 갈 때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7.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형, 동생,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8.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9. 매일 매일 그림책을 읽습니다.
10. 가족과 함께 규칙적으로 산책을 합니다.

4. 방과후과정 운영기간 : 2021. 7. 23(금) ~ 2021. 8. 31(화) (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휴업 )

5. 방과후과정 운영기간 중 급식 : 반찬은 개별 유아별로 준비한다.
(원아 준비물 : 개별 반찬, 물, 수저, 밥 담을 그릇)

6.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 08:40 ~ 17:10

7. 방과후과정 방학기간 : 2021. 8. 2(월) ~ 2021. 8. 6(금)
8. 방학 중 행사
가. 7월 26일: 화재대피훈련
나. 8월 13일: 에어바운스 놀이(예정)

♣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일과 및 운영 안내 ♣
시 간

활동내용

~10:20

등원 및 자유선택활동

운영 안내

★ 1학기 특성화활동은 계속해서 진행
~10:30

정리 및 아침모임

~11:30

방학 중 활동(만들기, 색종이 접기 외)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활동
(요일별 변동 가능)

됩니다.
★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아 개별 준비물을 꼭 챙겨주세요!

~11:50

손 씻기 및 점심준비

( 개별반찬, 물, 수저, 밥 담을 용기,
투약의뢰서 작성(약이 있을 경우))

~13:00

점심/ 안전교육

~14:20

특성화활동
(요일별 변동 가능)

~15:30

자유놀이 활동 / 간식

~17:10

개별놀이, 독서 /
개별귀가 지도

8. 방과후과정 교육계획안

7.8월 운영계획안
7월

월

8월

생활 주제

여름/안전한 생활

활동 주제

즐겁고 다양한 여름 놀이를 탐색한다.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자유선택 활동

내가 만들어가는 놀이

귀여운

만들어 보아요

동물
종이등
꾸미기

바깥놀이

강아지

축구공

하우스

비치볼

만들기

꾸미기

바닷속

레인보우

액자

투명 볼

소일을

(스칸디아

고양이

이용한

모스)

놀이

훌라후프, 줄넘기, 놀이터(운동장), 강당 활동

<7월 방과후과정 간식 계획>

<8월 방과후과정 간식 계획>

* 오전 간식은 우유를 제공함.
⚫ 교육 활동은 유아의 흥미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