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교육계획안(3월)

반곡초병설유치원
주 제
목 표

유치원과 친구
・
・
・
・

유치원의 일과를 알고 즐겁게 생활한다.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놀이의 약속과 규칙을 알고 지킨다.
우리 유치원을 상징하는 것들과 역사에 대해 알고 자긍심을 가진다.

주(기간)

1.2주(3.4.~8.)

3주(3.11.~15.)

소주제

유치원의 환경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자

함께 만드는 유치원

유치원에서의 하루

우리교실 꾸미기

친구와 함께 만드는 놀이터

언어

자유선택활동영역
이름 도미노

우리반 친구 이름 찾아보기
내가 좋아하는 것

수.조작

크기대로 블록을 놓아요

친구 빙고 놀이

유치원의 역사를 찾아가요

순서 짓기를 해 보아요

친구와 같은 점, 다른 점

우리유치원 지도 만들기

교실 내 동․식물 관찰
그림 그리기

신문지 공놀이

유치원을 나타내는
깃발을 만들어요

자유선택활동 이름표 만들기

선

조형

택

역할

활
동
이야기
나누기

/

유치원에서 발견한 색깔
사진 놀이
우리 반의 로고를
만들어 보아요
역할영역 소품 이용해서
놀이하기

친구와 찰칵

-반 이름의 의미를 알아보아요

-우리반 친구

-우리 반에 필요한

-~같은 내 친구

약속을 정해요

-친구가 하는 말

-유치원을 돌아보아요

-친구의 마음

유치원 오는 길 꾸미기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원길

신문사 놀이

급식실 놀이

-유치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유치원의 역사를
알아 보아요
-유치원의 자랑거리인 나
-행복한 유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급식을 먹어요
-우리가 만드는 하루일과
-자유선택활동 계획, 평가
-함께 하면 더 좋아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동화) 유치원이 좋은 이유
(동시)-오! 나의 친구)

(동화) 제멋대로 걸레

(동화) 행복을 주는 편지
동화・
동시
음악
신체

실외활동
/현장
학습
그
안전교육
룹
소

나의 비밀
(동시) 약속
(새노래) 사이좋게 놀자/
선생님이 좋아서
(신체활동) 종이와 풀
유치원 둘러보기

(동화) 백설공주(동시) 그런 게 친구야
(노래)꾹 참았네
(신체활동) 거울놀이
(조형)친구를 소개해요
조심조심 함께 걸어요
우리 유치원의 자랑거리를
찍어보아요.

안전하게 타고 내려요

불은 위험해요

활

책사랑

책읽기 규칙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

동

기본생활

바르게 인사해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미술

우리교실 자유롭게 그리기

유치원 주변 산책

유치원 바깥에
놀이 영역을 만들어요

이런 장난은 싫어

장난감속의 나쁜 비밀
불이야 불이야-소방대피훈련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 그리기
가져오지 말아야할 물건

아침마다 책을 읽어요
줄을 섭니다.

도레미파솔
‧미술-반가워요

‧미술-나의하루 일과표

‧영어-Put on a Clown face

‧영어-The Animal Faces

교육활동 ‧뮤직카토-꿀벌 포포의 모험 ‧뮤직카토-원숭이 끼끼
‧독서활동-돼지는 날 수 없어 ‧독서활동-잘 자, 지니야

간식

(감상)장난감 교향곡
(새노래) 내 친구
(게임) 우리 유치원의 역사 (신체활동) 유치원에서의
O, X 퀴즈
하루일과 몸으로 표현하기
(새노리) 사이좋게 놀자

색종이접기-기본접기

우크렐레

방
과
후
과
정
반

5주(3.25.~3.29.)

쌓기

과학

.

4주(3.18~22.)
친구와 함께 만든 놀이터/
함께 만든 놀이터
함께 만드는 우리 유치원
이름 (자음모음병합)

유

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동3길 42-3
052-264-3321

‧몸짓놀이-줄 따라 걷기
‧월-쨈모닝빵,우유
‧화-제철과일,주스

‧부뚜막놀이-과자 샌드
‧월-까까웨뜨,우유
‧화-제철과일,주스

‧수-군만두,쿨피스
‧목-호떡,주스
‧금-감자수제비

‧미술-템버린 악기
‧영어-How to Draw Yourself
‧뮤직카토-악어딱딱이
‧독서활동-꼬마새 버디
‧몸짓놀이-유치원에서의 친구

‧미술-우리원에 갈꺼야
‧영어-My Week
‧뮤직카토-날아라슈가글라이더
‧독서활동-딸기밭 체험

‧월-슈크림빵,우유
‧화-제철과일,주스

‧부뚜막놀이-딸기우유
‧월-후레쉬크림빵,우유
‧화-제철과일,주스

‧수-어묵꼬지

‧수-유아교육진흥원견학

‧수-스파게티,주스

‧목-구운계란,주스
‧금-떡볶기,주스

‧목-오곡씨리얼,우유
‧금-김자반주먹밥,주스

‧목-우동
‧금-유부초밥,딸기주스

※위 계획안은 유아의 흥미, 요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동3길 42-3
052-264-3321

3월의 부모교육
반곡초병설유치원

새 노래

동시

약 속

선생님이 좋아서

약속! 약속!
친구와 부딪히면
미안해 하기로

선생님이 좋아서 활짝 웃었죠
선생님도 날 보며 활짝 웃었죠

약속! 약속!
정리 할 땐 열심히
정리하기로

우리서로 만나면 활짝 웃어요
반갑게 인사하면서 활짝 웃어요

약속! 약속!
간식 시간에는
비누로 손 씻기로
약속! 약속!
지금은 바르게 앉기로

● 유아교육이란 무엇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나요?
◐ 유아교육 이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특성들은 유아기에 대부분 형성된
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생의 밑바탕을 그리는 시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재입니다.
유아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기틀을 마련해주는 기초 교육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초를 잘 다져주어 튼튼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주는
곳이 바로 유아교육기관입니다.
◑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무었을 배울까요?
유아교육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펜과 노트를 활용하며

무엇을 적고 암기하고 시험 보며 배우지 않습니다. 유아들

은 실제 사물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해하였을 때 개념을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아들은 스스
로 배우고 싶을 때, 흥미를 느낄 때, 놀이 할 때,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배려하여 놀이를 통해 직접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발
문을 통해 배움으로 이끌어 줍니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이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발하고 재료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재료를 제시하며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