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산곡유치원 교육
【7월 3주 가정통신문 】

유 치원 원 격수 업 운영 안 내

< 전면 원격수업 전환 적용 기간 안내 >
♠ 전학년 원격수업 실시( 스쿨버스 운행 없음 )
※ 유치원은 놀이꾸러미, 교육콘텐츠 활용, 학급밴드를 활용한 소통으로 진행
♠ 시행 기간 : 21. 7.12.(월) ~ 7.22.(목)까지( ※ 변경 상황 발생 시 안내 예정 )
♠ 위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내외 행사(방학식 등)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안내 >
◉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 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꾸러미를 제공 및 활용하여 운영
됩니다. 단, 긴급돌봄 유아들은 유치원 등원수업을 합니다.
◉ 원격수업 활동 방법
① 교육부와 EBS가 함께하는 <우리집 유치원> 시청하기 (월~목/ 9:40-10:30)
② 요일별 놀이 활동하고 평가하기
③ 학급밴드 ‘사진첩’ 나의 앨범에 활동 모습이나 결과물 등 하루 사진 1장 올리기.
예) 놀이활동 모습, 운동하는 모습, 놀이 결과물, 작품 등
※ 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와 활동사진을 통해 원격수업 출결관리를 합니다. 유치원 원격
수업 중에도 출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④ ★표시된 활동은 활동방법을 첨부하였습니다.
⑤ 동영상 활용 방법 :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학급밴드에 첨부된 원격수업안을 다운받은 후
링크 된 주소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⑥ 모든 활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놀이를 그대로 따라 하거나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유아가 충분히 탐색한 후 놀잇감
을 활용하는 등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세요.
제시된 놀이는 요일 순서를 바꾸어서 놀아도 되고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놀이를 새롭게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여 놀이할 수 있어요.
◉ 기타 안내
- 7월 4주(7.19~7.23) 수업활동 및 방학안내는 7월 19일(월)에 배부합니다.
- 예정되었던 다독상 시상은(독서통장 확인) 2학기에 안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쓰기에 관심있는 유아들은 독서통장에 직접 따라서 써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산곡유치원 교육
【2021-20호】
7월 3주

새들반 원격수업계획안

놀이주제

7. 12.(월) ~ 7. 16.(금)

∙ 장마, 태풍과 같은 기후 현상에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 여름철 곤충과 여름 과일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목 표
날짜/요일
활동

놀이기간

여름Ⅰ

산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793-9019

EBS 방송시청

만4,5세

의사소통
사회관계

만3세

12(월)

14(수)

★(동화)검피아
저씨의 뱃놀이

★여름 곤충책
만들기

★얼음놀이

★모기 쫒는
꽃상자

만3세

(책밥독서활동)

방과후 미술)
물총놀이

★(동요)얼음송 목공배 만들기

만4,5세

줄넘기-두발
모아뛰기

만3세

훌라후프놀이

매일 매일
안전교육
평가
(오늘 잘했나요?
칭찬해주세요)

★ 내 양말
빨아보기

책으로 여는
아침

방과후 과학)
★ (요리활동)
물을 빨아들이는
수박화채
양초실험
만들기

만3세

신체운동∙건강

16(금)

끝말잇기
단어기차

주호네 마을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책 속에 떠오르는
장면 그리기

만4,5세
예술경험

15(목)

EBS <우리집 유치원> 시청 (월~목/ 9:40-10:30)

만4,5세
자연탐구

13(화)

★키 커지는
훌라후프 운동

★감염병 예방 ★ 놀 이 터 에 서
★재난안전)
손씻기) 뽀드득 돌아오면 꼭 손
덤벼라 태풍!
뽀드득
을 씻어요

자유독서

★오이마사지

★동요)수박파티 ★(동화)더위팔기
★(동화)
★나만의 썬캡
수박수영장
만들기
줄넘기-두발
모아뛰기
훌라후프놀이

★가족과 함께
몸 표현 놀이

★비오는 날 안
★ 폭염대비 행
전) 집으로 가
동요령
는길

JKJKJKJKJK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불가피하게 유치원 원격수업을 운영하게 되었습

가
정
통
신

니다. 유아들의 발달특성 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자료 제공으로 수업이 운영됩니다.
다소 낯설고 어려우시더라도 아이들에게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 본 활동 계획은 유아와 놀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793-0919)

더 놀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산곡유치원 교육
【2021-20호 산곡부모교육 】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활습관
1. 무엇이든 잘 먹는 아이로 길러주세요. 편식을 하는 습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편식으로 면역물질을 생성하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면역력은 약해집니
다. 고른 영양분의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식습관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세요.

2.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조미료, 색소, 방부제, 향신료 아이들에겐 독이 되
는 첨가물들이 가득한 인스턴트 음식들. ‘오늘 한번’이라는 생각이 면역력을‘뚝 뚝’떨어뜨린다
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토피, 알레르기 반응 등을 부르는 위험한 식습관과 부모의 위험한 생
각은 과감히 버려주세요.

3. 스트레스 없는 아이로 길러주세요. 조기교육, 애정결핍, 분리불안 등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는 백혈구를 증가시켜 많은 활성산소를 배
출시킴으로 인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할 일을 정하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4.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늦게 자는 습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잘 때 분
비되는 면역력 강화 호르몬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늦게 자는 습관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으로 안정적인 신체 리듬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 밖에서 하는 놀이,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등으로 인해 밖에
서의 활동보다 방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햇빛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
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바깥 활동, 햇볕을 쬐고 땀을 흘리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
을 높여주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바깥 놀이 혹은 운동을 정해놓고 습관화
하면 좋겠죠?

6. 온도, 습도 실내 환경에 주의해주세요. 가정의 경우 적정 실내온도는 20~24℃ 입니다.
최적의 실내온도는 21~22℃로 20℃ 이하로 내려가거나 24℃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유아에게 코막힘, 알레르기 증상 등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
며, 습하면 진드기,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 부모님의 따스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한 권의 동화책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검피아저씨의 뱃놀이
◐ 이렇게 놀이해요!
- 아이와 함께 ‘검피아저씨의 뱃놀이’ 동화를 들어요 https://youtu.be/NtnkLFUeHKA

얼음놀이와 얼음송
물은 그 촉감과 성질만으로도 유아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 소재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dj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놀이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놀이해요!
- ’얼음송‘을 들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IYm88rm-WyY

-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꺼내서 <얼음놀이>를 해보아요.
아 차가워! 얼음으로 놀아요

<출처: 놀이ON>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안전교육>

뽀드득 뽀드득
◐ 이렇게 활동해요!
- 아이와 함께 동화를 들어 보세요.
- 아이와 함께 손씻기,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Ox05lfpwyk

<출처: Youtube 채널 – 뽀로로>

놀이터에서 돌아오면
꼭 손을 씻어요
◐ 이렇게 활동해요!
- 동화를 들려주세요.
- 동화의 내용을 회상해 보세요.
- 손을 씻는 습관의 이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http://www.chemistory.go.kr/user/com/kids/lms/studyPopup.do?sugangId=&courseId=41&chasiId=51

<출처: 케미스토리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http://www.chemistory.go.kr>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여름곤충 책 만들기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여름곤충책, 가위, 색연필

◐ 이렇게 놀이해요!
1. 여름곤충을 살펴본다.
2. 곤충을 색칠하고 곤충의 이름을 따라서 써본다.
3. 책접기 순서대로 접어본다. 가운데 오리기를 해서 8쪽 책만들기를 한다.

7월 3주

원 격 수 업 활 동

목공배 만들기
프로펠러에 감은 고무줄이 풀어질 때 생기는 동력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요.
아이들이 즐겁게 과학적 원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직접 사포질하고 나무조각을 끼워 만들어보세요

◐ 이렇게 놀이해요!
1. 나무배 조각을 사포로 문질러 주세요.
2. 부모님과 함께 나무조각을 조립해주세요.
3. 완성 된 배에 유성매직으로 멋지게 꾸며주세요.
4. 고무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감은 후 흐르는 물 위에 배를 올려놓으세요.
(※ 물에 강한 오동나무를 사용한 원목배입니다. 욕조에 넣고 놀아도 문제
없어요. 물놀이 후 말려주기만 하면 끝!)

<출처: 좋은나무교육>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모기 쫓는 계피 꽃상자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종이꽃상자, 뿅뿅이, 천연계피조각, 나무무당벌레 스티커, 양면테이프

◐ 이렇게 놀이해요!

1. 꽃과 상자에 좋아하는 색으로 색칠한다. (뒷면 참고)
2. 무당벌레스티커로 꾸며준다.
3. 상자에 계피조각과 뿅뿅이를 담는다.
4. 창가나 책상에 놓아둔다.

7월 3주

원 격 수 업 활 동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내 양말 씻어보기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준비물 : 양말, 대야, 비누, 빨래판 등

◐ 이렇게 놀이해요!
1) 세탁바구이에 들어있는 빨래의 종류를 살펴본다.
2) 빨래를 분류한다.
-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 이것은 누구의 옷일까?

3) 유아가 빨래할 수 있는 세탁물을 찾아본다.
- 이 옷들 중에서 네가 씻어 볼 수 있는 것을 골라볼까?
4) 양말을 씻는 방법을 알아본다.
5) 양말을 씻고 빨래 건조대에 넌다.
6) 양말이 마르면 짝을 맞추어 개어본다.
7) 빨래를 해 본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빨래를 갤 때 가족들의 양말을 짝지어 개어 본다.

알아두면 좋아요!
◈ 부글거리는 거품! 소금으로 가라앉히기
세탁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알맞은 세제를 넣는 것은 세탁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칫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위로 솟아오른다.
이때 세탁기 안에 소금을 약간 집어넣으면 부글거리던 거품도 단숨에
가라앉고 깨끗이 제거된다.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2007). 행복하고 신나는 가족의 날(Family Day) 운영>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키 커지는 훌라후프 운동
◐ 이렇게 놀이해요!
훌라후프와 줄을 가지고
키가 쑥쑥 클 수 있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기 전 준비운동은 필수!
Tip.
줄을 조금씩 빨리 당겨주세요!
거리를 조절하며 활동량을 늘려주세요!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MzF4Ynr43M

<출처–유아체조팩토리>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안전교육>

집으로 가는 길
1) 비 오는 날의 옷차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2) 동화를 보면서 안전한 옷차림과 보행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역할놀이를 해 본다.
￭ https://jr.naver.com/s/life_story/view?contentsNo=149470
￭ https://jr.naver.com/s/life_story/view?contentsNo=149471

<출처: 쥬니어네이버 https://jr.naver.com/>

덤벼라 태풍!
1) 태풍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동화를 보면서 안전한 대비방법을 알아본다.
3) 태풍이 오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역할극을 해 본다.
￭ https://jr.naver.com/s/life_story/view?contentsNo=115004

<출처: 쥬니어네이버 https://jr.naver.com/>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과일화채 만들기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수박, 참외, 복숭아, 후루츠칵테일, 얼음, 사이다, 우유, 빵칼, 도마, 그릇, 국자 등

◐ 이렇게 놀이해요!
1) 여름에 즐겨먹는 음식이름 말하기 게임을 한다.
2) 요리 순서도를 보며 수박화채 만들기를 해본다.

<요리순서도>
① 수박과 여름과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하여 자른다.
② 자른 과일을 큰 그릇에 담고, 과일통조림도 넣어준다.
③ 준비된 과일에 사이다와 우유를 넣어 잘 저어준다.
④ 작은 그릇에 덜어 맛있게 냠냠^^

<출처: 네이버 블로그>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수박파티
◐ 이렇게 놀이해요!
① ‘수박파티’ 노래 들려주기
② 노래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이야기해보기
③ 함께 노래 불러보기
④ 수박화채를 만들면서 불러보세요.
https://jr.naver.com/s/love_song/view?contentsNo=105544

<출처: 주니어네이버>

수박 수영장
◐ 이렇게 놀이해요!
① ‘수박 수영장’ 동화를 들어요
https://youtu.be/oJsRQd_5NrA

< 출처: 창비 오디오스쿨 >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오이 마사지
오이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있어서 피부미용과 보습효과가 큽니다.
무더운 여름 바깥놀이 후에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치료해 주고 발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잠재워 준답니다.
온가족이 함께 오이마사지를 하며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오이, 빵칼 등 (빵칼의 안전한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세요)

◐ 이렇게 놀이해요!
- 아이와 함께 놀이해 주세요!
- 놀이시간, 놀이공간을 충분히 주세요.
- 아이의 놀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 아이와 놀이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https://i-nuri.go.kr/main/module/dataManage/view.do?data_idx=1749&menu_idx=154

오이를 씻고, 썰어 보아요

얼굴에 오이 붙이기. 예뻐져라~

<출처: 아이누리포털 http://i-nuri.go.kr>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더위팔기
◐ 이렇게 활동해요!
1)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플래시 동화를 들어요.
3)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https://www.kidsnfm.go.kr/nfmkid/viewPage.do?screenId=SCREEN_ID_MATERIAL_FORK_DET
AIL&flidx=861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https://www.kidsnfm.go.kr/nfmkid/ >

나만의 썬캡 만들기
◐ 이렇게 활동해요!
1) 더운 여름에 모자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아요
2) 썬캡틀에 꽃모양스티커를 붙이며 꾸며주세요.
3)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가보아요

원 격 수 업 활 동

7월 3주

몸 표현 놀이
가족과 함께 몸으로 표현하는 몸표현 놀이해봐요!

◐ 이렇게 놀이해요!
1. 온몸놀이
-놀이 방법 : 사회자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
모두 같은 동작을 해야 성공!

2. 텔레파시 놀이
-놀이 방법 : 1. 제시어를 줍니다.
2. 서로 얘기는 못해요.
3. 생각할 시간을 주고 숫자를 외칩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F44w0_ExLg&list=PLPRhg93PfpU5tHTE9l7GmAj2FKuD5R
3MS&index=12

<출처 - 놀이가 밥이다, 놀밥!>

7월 3주

원 격 수 업 활 동

<안전교육>

여름철 폭염대비 요령
폭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요.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tkmETo1hhvA

<출처: YouTube >

『Good-Morning』 책으로 여는 아침
오늘은

월

일

요일 입니다.

♣ 무슨 글씨일까요? 큰소리로 읽은 후 따라 써 보고, 그림을 색칠해 보아요.

『Good-Morning』 책으로 여는 아침
♣ 책의 제목을 알아보세요~

동화제목
♣ 책 속에 재미있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 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