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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행복교육계획서
-풀향기, 솔향기, 꽃향기-

-원 훈 ▶ 자율적인 어린이
▶ 창의적인 어린이
▶ 생각이 바른 어린이

향기반에서 함께 할 5월의 예상놀이는?
* 5월의 주요예상 놀이 주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키우는 놀이’입니다. 5월에는 이와 관련된 놀이와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예상 놀이’이므로 학급별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 경험에 따라 다른 주제의 놀이가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습니다.

5월의 놀이는 ‘함께 하면 즐거운 놀이, 꿈을 키우는 놀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신체놀이’입니다.

위의 놀이는 ‘예상놀이’로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 경험에 따라 다른 놀이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정
에서도 자녀의 놀이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정 통 신 문
❏ 어린이날 행사 ‘신나는 우리들의 날’안내
- 5월 3일(화)은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함께 즐기고자 유치원내에서‘빛나는 우리들의 파티’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반별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날 행사명 ‘빛나는 우리들의 파티’는 우리유치원 어린이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 어린이 활동용 반소매 티셔츠 배부 안내
- 5월 3일(화)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드레스코드를 노랑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활동용 반소매 단체티셔츠를 배부해 드립니다. 보내드리는 티셔츠는 5월
3일(화) 어린이날 행사에서 노랑색 드레스 코드에 맞추어 단체로 입을 예정
이며, 이후에는 체육복을 입는날 입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어린이날 및 유치원장 재량휴일 안내
- 5월 5일(목)은 어린이날 100주년 입니다. 이날은 공휴일로 유치원은 휴원합니다.
- 5월 6일(금)은 유치원장 재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모두 휴원합니다(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의견조사 결과에 따름).
❏ 현장체험활동 계획 안내
- 5월 24일(화)에는‘자연 속에서 놀이와 체험 활동’을 하고자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반디세상(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북로19번길 12-26)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월 소방대피훈련 안내
- 5월 16일(금)에는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대피훈련은 실제 대피 상황처럼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유치원 밖으로 대피할 예정이오니 대피훈련 후 갈아 신을 양말 한 켤레에
이름을 기입하여 5월 11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재능마당 안내
- 5월 30일(월)에는 5월 재능마당을 실시합니다. 이번 재능마당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약속을
잘 지킨 어린이들에게 칭찬목걸이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 재능마당은 코로나19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ZOOM(줌)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으로 각반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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