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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개

유치원 연혁

2011년 3월: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병설유치원 개원
2012년 2월: 제1회 병설유치원 졸업식
2020년 1월: 제9회 병설유치원 졸업식
2020년 2월: 강혜영 교장 부임

``

첫 교육이 시작되는 곳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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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한국교육 과정 - 누리과정
-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유아교육과정인 2019개정 누리과정을 싱가포르 현지 사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놀이를 통한 교육과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흥미 위주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누리과정
· 누리과정을 근거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
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아, 교사, 환경의 능동
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체표현,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운영함.
·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문화
교육 및 유아 수준에 맞는 한글 교육
· 연령별 특색활동
- 만3세 (N2) : 체육 활동
- 만4세 (K1) : 독서 활동
- 만5세 (K2) : 과학 활동

외국어교육 과정 - 영어
-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주제를 통합한 다양한 활동을 재구성한 국제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영어를 학습이 아닌 놀이와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합니다.

국제화된 교육과정
· 연간 생활주제에 맞춘 Curriculum

편성

운영
· Immersion Education (Math, P.E, Art etc)
· 만3세(N2) : 1일 1시간 원어민전담교사
만4세, 5세(K) : 1일 2시간 원어민전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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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 과정 - 중국어

-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노래, 동화, 게임 등 놀이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
· 교육방법 : 노래, 동화, 역할극 등
· 교재 사용 - 한자 쓰기 등
· 만 3세(N2) : 주 1 회
만 4세, 5세(K) : 주 2 회

현장체험학습

생활주제에 따른 현장 학습 장소를 선정함으로써 싱가
포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규
칙들과 약속들을 지키며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합
니다. 학기당 1회 실시(N학급은 2학기)하며 오전 중 현장
체험학습을 하고 유치원으로 돌아와 점심 급식 후 정상
하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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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태권도 동작의 기본기를 익히고,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접하는 한편 체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K학년은 주 1회, N학년은 주
2회 운영합니다.

국제교류 (만5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나와 다른 외모, 문화, 생각,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교육활동으
로 학기별 2회 Swiss 학교 및 다른 국제학교
와 협력하여 교류활동을 실시합니다.

한국문화체험의 날

유치원 특색교육으로 전통문화체험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을
정하여 전통놀이, 예절, 다도, 음식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바른 인성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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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운영
(N2학년)

활동시간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30
11:30~12:30
12:30~13:00
13:00~14:00
14:00~14:30
14:30~14:50
14:50~15:00

활동내용
등원 및 1:1 개별지도(자유놀이)
출석확인 및 이야기 나누기
바깥놀이 및 야외활동
English: Circle time
점심 식사
양치, 책 읽기 및 휴식
낮잠
※ 유아의 발달 및 상황에 따라
2학기에는 대․소집단 활동으로 변경 가능함.
화장실 다녀오기 및 간식
동화감상 및 일과 평가
귀가지도

비고
N2
- 영어수업매일 1시간
- 태권도 주2회
▶

N2
- 중국어 주1회
▶

(K학년)

활동시간
09:00~10:00
10:00~11:00
11:00~11:40
11:40~12:40
12:40~13:40
13:40~14:40
14:40~15:00
15:00~

활동내용
등원 및 자유놀이(영어, 한글 개별지도)
아침인사 및 이야기 나누기
대․소집단활동(음률, 신체, 미술, 요리, 과학, 언어활동등)
특별활동 - 중국어, 태권도
※ 주1회 연령별 특색활동
K1-독서 / K2-과학
점심 식사(양치, 책 읽기 및 휴식)
Circle Time
English: Activity
Drama, Cooking, Gym, Science, Art & Craft
화장실 다녀오기 및 간식
일과 평가 및 귀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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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원어민 전담강사
주제중심수업
(Theme Lesson)
중국어 주2회
태권도 주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