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護者貴下 

保育参観／作品展のお知らせ 
                 2018 年 2月３日 

                            建国幼稚園 

 

時下ますますご健勝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平素は、本園の教育活動に 

理解とご協力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さて、今年も子どもたちの作品展、保育参観を実施いたします。 

ぜひ、ご家族お揃いでお越し下さい。 

    
   保 育 参 観 

  日 時：  ２月 12 日（月） 

  時 間：  １０：３０～１１：１０ 

    ※保育参観修了後、11：3０頃に解散となります。 

  場 所：各教室 

  内 容： 

  チャンミ班 ふれあい遊び  ムグンファ班 歌、ゲーム 

  チンダルレ 楽しい物作り  ケナリ班  制作（ドングリ） 

 (保護者の皆さんも一緒に活動できるような動きやすい服装でお越しください。) 

服 装：体操服、カラー帽子    

持ち物：通園かばん（連絡帳、手拭きタオル、コップ） 

★小学校の参観もご覧になられる方は、 

２時限目(9：40～)に小学校、３時限目

(10：30～)に幼稚園の方を見て頂くよ

うお願いします。 

★当日のスクールバス運行は登園時のみ 

です。帰りは保護者と降園します。 

 

 服 装：体操服、カラー帽子    

 持ち物：通園かばん（連絡帳、手拭きタオル、コップ 



 

 

 

  作 品 展 
 

日頃の保育活動の中で描いた絵や、身近な材料を使って製作した作品に加えて、

園児達が自ら考え、相談し合い、力を合わせて作った共同作品などを展示して

います。今年の共同作品のテーマは、「宇宙」です。子どもたちの成長のようす、

いいところをたくさん見つけてほめてあげて下さいね。 

  

日 時： ２月 12 日（月） 9：00〜13：00 

         13 日（火） 9：00〜17：00  

         14 日（水） 9：00～12：00 

 

場 所： 遊戯室 

 

 

 

 

 

★教室／遊戯室内は、土足厳禁です。 

 なお、靴は、廊下等に置かず、ご自身でお持ち下さい。 

★保護者証をつて下さい。 

★自転車でお越しの方は、必ず所定の駐輪場に停めて下さい。(保護者臨時駐輪場 

の表示があります。) 

  また、周辺道路は駐車禁止です。ご近所の迷惑にならないよう、車でお越しの際 

は、必ず近隣の駐車場(コインパーキング)を利用して下さいますようお願いします。 

 

 



  

학부모님께 

참관보육／작품전 알림 

2018년 2 월３일  

건국 유치원 

학부모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해에는 아래와 같이 작품전과 참관보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족분들 

함께 참관/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보육 

.        일 시 : 2 월 12 일 (월)  

시 간 : 10:30 ∼ 11:10 

※참관 보육 후 11:30 경에 해산합니다. 

 장  소 ： 각 교실  

 내  용 ： 장미반    보호자와 함께하는 놀이 

           무궁화반  노래, 게임놀이 

           진달래반  만들기   

           개나리반  만들기(도토리 떼굴떼굴) 

      (보호자분들께서도 운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같이 활동할 경우도 있습니다.) 

복  장: 체육복, 색모자  

 소지품: 등원가방(연락장,타올, 컵)  

★ 초등학교의 수업도 참관하시는 학부모님은   
2 교시 (9:40∼)에는 초등학교, 

3 교시(10:30∼)에는 유치원을 참관해 

주십시오. 

★ 당일의 통학버스는 등원시만 운행합니다. 

 하원은 학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작 품 전 

  평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린 그림 및 아이들에게 친숙한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한 작품, 그리고 원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만든 공동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올 해의 공동 작품 

테마는, 「우주」입니다. 작품들에서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시고 

느끼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일  시 ： 2 월 12 일（월） 9：00 부터 13：00 까지 

           13 일（화） 9：00 부터 17：00 까지 

                14 일 (수) 9：00 부터 12：00 까지 

장  소 ： 유희실 

 

 

 

 

 ★ 유희실과 각 교실은 신발을 신고 출입할 수 없으므로,복도 등에 두지 

마시고, 각자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증을 착용해 주십시오. 

 ★ 자전거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자전거주차장에 세워 주십시오. 

 (보호자 임시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 

  또한,주변 도로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차로 오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주차장（코인 파크）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