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호
『3월 26일 ~ 3월 30일』

가정통신문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어 린 이 집
TEL:628–6596/FAX:628-6562

▶안전 교육
이번 주는 ‘약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와 함부로 먹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아보고 약을 올바르게 섭취하
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현장학습
★일

시 : 3월 27일(화) - 별님반

★장

소 : 부산유아교육진흥원(실내 체험이므로 비가와도 진행합니다.)

★코

스 : 즐거운 세상- 우리 고장 부산체험마을

★준비물 : 원복, 운동화, 이름표, 도시락(먹을 수 있는 양만큼),
물 또는 음료수, 간식(통에 담아서-과일 종류로), 물수건

▶신학기 개별면담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변화된 어린이집 생활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가정과의 보다 긴밀
한 연계를 위해 담임교사와 개별면담이 시작됩니다. 면담은 3월 26일 샛별반부터 시작되며 시간은 개별적으
로 알려드립니다. 샛별반 면담 후 달님반, 별님반, 햇님반 순서로 면담을 진행되며 다른 학부모님들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학기념 사진촬영
2018학년도가 시작된 지 4주가 지나고 이제는 샛별반과 달님반도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즐겁게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용호어린이집 전체 원아들이 모여서 입학기념 사진을 촬영하게 되므로
결석하는 원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원복을 꼭 입혀 주세요.
★일

시 : 3월 29일(목) - 전체원아

★준비물 : 원복

▶사랑의 쌀 저금통 나누기
지역사회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쌀 ․ 저금통 나누기 행사가 3월 28일(수)에 있습니다. 아이들
과 열심히 모은 저금통의 동전을 함께 세어보고 금액을 적어 보내주세요. 쌀은 터지지 않게 밀봉하여 26일
(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 저금통 나누기 행사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눔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가기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진행하는 활동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이 꾸준히 나눔의 마음을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습
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짐을 믿습니다.
사랑의 쌀 ․ 저금통 결과는 행사 후 자유게시판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햇님반 강아윤-달님반 강우진(곽상아님), 별님반 김윤성(신재은님), 햇님반 설담희-달님
반 설도현(김진희님), 별님반 차아린(최정숙님)입니다. 2018학년도 용호어린이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
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 내용 및 결과는 회의 실시 후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