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놀이 한마당 」참가 안내

안녕하세요?
눈부신 햇살, 푸르른 하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놀이 한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험놀이 체험으로
아이들은 놀이의 즐거움, 가족들은 아이 성장의 기쁨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체험과 행복한 놀이의 장에 유아들과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행사일시: 2020.10.24.(토)/ 2020.10.31.(토) 09:00 ~ 12:00

2. 행사장소: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전북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3. 참가대상 및 인원
가. 도내 공·사립유치원 재원 중인 만3세~만5세(2014.1.1.~2017.2.28.출생) 유아와 가족
나. 10.24(토)/10.31(토) 동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 체험신청은 한 가정당 1회만 신청
다. 선착순 40가족까지만 체험 신청 접수: 한 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가 신청 가능
라. 안전 및 유아 체험시설 유지 ․ 관리를 위하여 만 3세 미만 영아,초등학생은 입장 불가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2020.10.19.(월) 09:00 ~ 10.20.(화) 17:00
나. 신청 방법: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jb-i.kr) / 유아체험 /
「가족체험」선택 / 체험신청 선택 / 10월선택 / 날짜선택(24일/ 31일) / 동의서 체크 /
추가 입력사항 입력 / 등록선택(완료됨)

5. 체험활동 운영시정 및 내용
순
1

2

시간
~09:00
09:00~09:10
(10′)

내용

방법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도착 및 등록

개회식 및 일정 안내
1팀(20가족)

3

개별차량이동

2팀(20가족)
-팀별 순환운영

09:10~11:00
(110′)

손인형극 관람

손 인형 만들기

(놀이마루)

(정자 및 쉼터)

-손 인형만들기는
3조로 진행

가족이 함께하는 모험놀이
4

11:00~11:50

(모험나무, 모험놀이, 새총놀이, 밧줄놀이,

(50′)

그물놀이, 정글그물놀이, 짚라인, 그물해먹

체험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모험놀이 체험)

낚시놀이, 모래놀이, 실개천, 공놀이)
5

6

11:50~12:00
(10′)
12:00~

정리정돈 및 느낌 나누기

귀가

※ 위 체험 시정은 사정에 따라 수정 ․ 변경운영 될 수 있습니다.

6. 개별 준비물
가. 간식, 생수, 모자, 개별 쓰레기 회수용 봉투
나. 개인별 마스크 착용

7. 유의사항
가. 체험 신청 가족은 8시 50분까지 등록 완료
나. 행사 참석 유아, 부모 마스크 꼭 착용
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장소 입장하기 전 열화상카메라 발열 체크
※ 발열체크 과정에서 37.5℃ 이상일 경우 체험놀이 참여 불가
라. 체험 당일, 본 원에서 발송한 체험 참여 승인 문자 확인 후 이름표 배부
마. 본 원 체험교육 규정에 따른 규칙과 질서 준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