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대  상 : 유치원 

2019학년도 하계 
행복한 울타리 관련 안내

 담당자 : 유치원

(☎ 070-7096-7917)

1. 운영일시 : 2019년 7월 24일 ~ 8월 20일 (14일간)    ※ 방학 : 7월 29일 ~ 8월 2일 (5일간)

2. 운영장소 : 성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꽃잎반 교실

3. 운영안내

-학급편성 : 만 3, 4, 5세반 1학급 (정원 20명+ 선택적 허용 4명)

-교육시간 : 8:40 ~ 16:40 (토, 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등 ‧ 하원 : 반드시 보호자 동반 원칙, 너무 일찍 등원하지 않도록 협조, 15:40~16:40 사이 하원 가능

-교육활동 : 오전 누리과정 및 오후 블록 및 과학 활동, 특성화 활동 진행 예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준 비 물 : 유아 칫솔, 치약, 수저통, 개인물통, 밀폐용기(오후 간식용)

4. 급‧간식 안내

1) 급식 안내

- 혼합급식(가정에서 챙겨오는 도시락) 지양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 계획에 근거하여 2019학년도 행복한울

타리에서는 모두 위탁도시락으로 점심 급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방학 중 초등학교 급식실 미운영으로 자

체 급식이 불가능함)

- 수저는 성인 수저로 제공되므로, 유아용 수저가 필요한 유아의 경우, 매일 개별 지참 바랍니다.

※ 방학 전에 주문이 완료되므로 추후 변경이 불가하며, 결석 시 반환되지 않음.

2) 간식 안내

  오전 간식은 우유(서울우유)를 제공합니다. 오후 간식은 유치원 간식 업체로부터 완제품으로 제공받아 유

아들에게 개별 제공합니다. 유치원에서 따로 접시나 그릇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매일 등원 시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를 가방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반환 불가 

3) 수익자 부담금 안내

   -점  심 : 위탁 도시락 (4,500원 x 14일) = 63,000원

   -간식비 : 오후 간식 (1,210원 x 14일) = 16,940원   ※오전 간식 비용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5. 특성화 활동 안내

월 화 수 목 금

과학
체육*

편안한 복장과 신발로 

등원시켜주세요.

체험활동

(요리, 모래놀이 등)
놀이바둑* 미술/공연관람

*표시된 활동은 특성화강사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6. 유의사항

-등・하원 시 인터폰은 2번으로 호출바랍니다. 

-등・하원 시간이 본래 유치원 운영시간과 다릅니다. 이점 확인바랍니다.

-하원 시 귀가확인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투약 시 투약의뢰서를 작성(신발장 위)바랍니다.

-행복한울타리 진행 중간 및 시작 직전에 그만둘 경우, 정말 필요한 다른 유아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계 행복한울타리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7월 첫 주까지 각 유치

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