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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Ÿ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Ÿ
Ÿ
Ÿ
Ÿ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Ÿ

Ÿ
Ÿ

건강·안전

Ÿ
Ÿ

민주적
유치원 운영

총평

Ÿ
Ÿ

놀이중심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유아의 발
달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수립함.
유아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한 지·덕·체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운영하며 가정과 협력한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짐.
식물·동물과 같은 친환경적 특색수업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익
히고,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다각적인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함.
놀이와 쉼을 적절히 조절하여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방과후
과정을 위한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여 유아의 발달을 지원함.
농장, 텃밭, 체험관, 한국관, 놀이터, 국악실, 음률실, 국제문화관, 강
당 등 다양한 놀이를 지원하는 실내·외 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유아
의 흥미와 놀이주제에 따라 유동적인 활동 참여가 실현됨.
놀이 장소에 따른 다양한 비품과 자료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
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안건은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
음.
유아와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예방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실천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함.
유아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균형 잡힌 급·간식계획을 수립·제공하며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안전하고 위생적임.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유아를 위한 카시트를 설치하여 유아의 안전
한 등하원을 위해 차량 도우미선생님이 상시 탑승하여 지도하고 있음.

다음연도
반영사항

코로나19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지
못한
현장학습을
추진하면
좋겠음.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한 교직원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며, 교육동공체가
함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함.
교직원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
직원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함.

코로나19로 인한 체험학습이 불가피하게 제한이 되면서 요리활동 등 다양한 대체활동으로
진행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획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를 대비해 손씻기,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방역수칙 등을 꾸준히 지도
하고 가정과 연계하고 있음.
다양한 체험활동과 놀이중심, 경험중심 교육으로 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4차산업 시대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 윤리적 인성 함양, 협업 및 소통, 자기주도적 역량,
디바이스 활용능력, 신체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정과 협력하여 추진함.
유아의 전인격적 발달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전문성을 갖고 소통하며, 열린 사고와 개방적
인 태도로 교육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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