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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의 새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나는 등에 메고 다니는 유치원 가방이 있어요.
유치원에 도착하면 특별한 장소에 가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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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도시락과 물병을 가지고 가요.
목이 마르면 물을 좀 마셔요.

유치원에 내 모자가 있어요. 밖에서 놀 때 햇빛으로부터 날 보호하기 
위해 그 모자를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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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있는 어른들은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슬플 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어른들은 우리 모두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도록 
말해주세요.

유치원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혼자 놀고 싶은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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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요. 나는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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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놀 때는 종이와 상자로 만들기 하는 걸 좋아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서 하듯이 블록 쌓기를 해요.

밖에서 놀 때는 달리기와 장비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모래 놀이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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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장난감 정리를 도와요.  
우리 유치원을 잘 보살피고 깨끗하게 유지하니까 좋아요.

때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래를 
불러요. 나는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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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이 나오면 티슈로 코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티슈를 휴지통에 
버리고 꼭 손을 씻어요.

우리 유치원에는 큰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나는 
화장실에 가요. 그런 다음 다 끝내면 변기 물을 내리고 손을 씻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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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와 물로 손을 씻은 다음 말려요. 나는 손 씻는 것을 아주 잘 
기억해요. 나는 모든 세균을 깨끗이 씻어 내어서 건강을 유지해요.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요. 내가 음식 포장을 풀 수 
없으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나는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어서 튼튼하고 건강하지요.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남은 것은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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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나면 조용한 시간이 되요. 모든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 그리는 것 같은 조용한 일을 해요. 나는 
피곤할 때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해요.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방을 챙겨서 등에 메고 갈 준비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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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 끝나면 어른들이 와서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나는 떠날 때 미소를 지으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놀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요"라고 말해요. 모두가 떠나면 
유치원은 문을 닫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