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年度 建国幼稚園 重点目標 

 
1．（民族） 自分の民族に親しむ心を育てる 

 
・日常のあいさつや生活、また行事を通して、韓国の民族、文化に親しむ心を育てる。 

 

2．（活動） 遊びを通して学び、生きる力を育てる 

 
・子ども達が理解しやすいように年齢に応じた環境設定や教材を工夫する。 

・小学校での韓国語教育の前段階として日常会話、聞き取りに重点をおいて指導する。 

・グループ活動、縦割り活動を導入し、互いに思いやり、助け合い、話し合いながら活動する

ことで連帯感を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発表会などの行事の際は子どもの主体性を大切に、自発的に活動できるよう助言、指導に努

めより積極的な活動を支援する。 

・年長児においては、小学校と連携して,学校生活をイメージし、適応しやすいよう交流行事を

行う。  

・様々な活動（散歩、飼育、栽培など）を通して、身近な自然と関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

る。 

 
3.（生活）基本的な生活習慣や食習慣を身に付ける。また、丈夫な体作りを通して 

健康への関心を育てる  

 
・自らすすんで挨拶する。挨拶を習慣化する。 

 ・着替え、荷物の整頓、排泄等、身の回りの事は自分でできるようにする。 

 ・食事のマナーの向上。好き嫌いなく何でも食べる子どもに育てる。 

 ・年間を通してリズム運動や体操教室、外遊び、散歩などで、健康で丈夫な体をつくる。 

・園と家庭とで連携して、子ども達が食事、健康、安全面などで良い習慣を身に付けられる 

ようにする。 

 
4．（人権） 自尊感情を高め、人とかかわる力を育てる 

 
・自分を大事に思い、相手を思いやる心をもち、お互いに気持ちを伝え合うコミュニケ 

ーション力の向上を目指す。 

 ・一人一人の子どもの良さや力を引き出す。 

・子どもが、自分の気持ちを言葉や行動で表現できるように導いていく。 

 
５．（地域連携） 地域に開かれた園づくり 

 
 ・学校ホームページ、園ブログを通して常に新しい情報や日々の活動を発信していく。 

・保育参観や行事を通して、園生活の様子を知らせる。 

・地域子育て支援活動の一環として、子育て相談や、ぴょんあり（未就園児親子教室）を実

施し、園庭開放も行い、より一層開かれた園づくりを目指す。 

  

 

 

 

 



 

2016 건국유치원 중점목표 

 
1. (민족)  우리 민족의 친근감을 갖도록 배양한다. 

 
 ・일상 생활에서의 예의, 생활 및 민족행사를 통해 한국의 민족, 문화에 친근감을 갖도록 

배양한다. 
 

2. (활동)    놀이를 통하여 배우고,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원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령에 맞는 환경 조성과 교재를 구상한다. 

・초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전단계로서 일상 회화와 듣기가 가능하도록 중점 지도한다. 

・그룹 활동, 동년배가 아닌 유아와 함께 하는 보육 활동을 도입하여, 서로 돕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원아의 주체성을 소중히 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언, 지도 

하는데 주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연장반 어린이들을 초등학교와 제휴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류행사를 

가진다. 

・다양한 활동(산책, 사육, 재배)을 통해 주변의 자연 환경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생활)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또, 체력 단련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자발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 

・옷 갈아입기, 물건 정리 정돈, 배변 등의 기본적인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식사 예절을 배우고.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연중 리듬 운동이나 체조교실, 바깥놀이, 산책 등으로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유치원과 가정이 제휴하여 원아들이 식사, 건강, 안전면에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4. (인권)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지도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 각자가 가진 좋은 점이나 능력을 끌어낸다.  
・원아가 자신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５. (지역 제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유치원을 만든다.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나 유치원의 활동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 참관이나 행사를 통해 유치원의 생활 모습을 지역사회에 알린다. 

・지역사회 육아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육아 상담이나, 「병아리」 (미취원아 부모와 자녀 대상 

체험 활동)를 실시하여 유치원 정원을 개방하는 등 보다 열린 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