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 ES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클럽이에스제주리조트와 숲 연구소 꿈지락이 함께하는 숲 놀이 숲 캠프
자연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놀이터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푸른 하늘, 드넓은 바다와 함께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오감을 깨우는 자연놀이로 오롯이 아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숲 유치원 전문 강사가 진행하며 본 프로그램은 사전예약 필수 입니다.

일시_

2020년 9월 5일 부터 매주 토요일
(날씨 또는 리조트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사전 공지 예정, 추석연휴 제외)

장소_

ES제주리조트 단지내 목장, 숲 쉼터, 놀이터, 키즈룸

문의_

070-4548-0285

‘책과 함께하는 숲 놀이터’
시간 오전 10시 ~ 12시
참여가능연령 5세 ~ 7세

책을 매개로 하여 여러 생태 놀이를 준비해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숲에 흥미를 가지고
숲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숲에서 배우는 모험캠프’

시간 오후 2시 ~ 5시
참여가능연령 8세 ~ 12세

평소 접하지 못하는 숲 체험을 통하여
숲을 모험해 보는 시간

세부 프로그램 (예정)
월

일

운영 시간

주제

프로그램

10시~12시

나무 하나에

14시~17시

숲의 이야기를 들어요

숲이 하는 이야기 듣기, 우리와 숲, 매듭, 해먹 치기

10시~12시

잠자리 꽁꽁

잠자리 관찰, 잠자리 만들기, 곤충의 겹눈 체험 놀이

14시~17시

물은 계속 움직여요

숲과 나무, 숲에서 물 찾기, 물의 순환, 타프 치기

10시~12시

아주 바쁜 거미

거미 관찰하기, 거미/거미줄 만들기, 거미줄 놀이

14시~17시

숲은 살아 있어요

10시~12시

소꿉놀이

14시~17시

숲 속 집을 지어요

10시~12시

버들잎 여행

14시~17시

숲 속 놀이터를 만들어요

10시~12시

겨울눈? 겨울눈

겨울눈 찾기, 눈꽃 단면 관찰, 눈꽃 차, 세밀화 그리기

14시~17시

하늘을 날아요

ES 리조트 오리엔티어링(연 재료 모으기), 연날리기

내 나무 찾기, 나무의 곤충 찾기, 나무 생태 놀이

5, 12
9
19, 26

10, 17
숲 속 생태 이해, 에너지 순환, 숲 속 쉼터 만들기 A

10
자연물 관찰, 자연물 규칙에 따라 모으기, 다양한 열매 관찰

24, 31
숲 속에 나 홀로 (숲 위기상황 대처), 숲 속 쉼터 만들기 B
단풍 관찰/ 이야기, 단풍 아트, 단풍 생태 놀이

7, 14
직접 만드는 숲 속 밧줄 놀이터, 불 만들기(자연 차 마시기)

11
21, 28

*총 12회 프로그램으로 2주마다 프로그램이 변경되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선생님
산림청 인증 유아 숲 지도사, 숲 해설가
봄바람 선생님

작은곰 선생님

유아도사, 숲해설가

숲해설가

밧줄놀이 지도사

유아숲 체험원 1년 경력

㈜ 숲연구소꿈지락 대표이사

현 유아숲 체험원 근무

(제주 6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중)

청소년 프로그램 다수 운영

하늘 선생님

물비늘 선생님

유아숲 지도사, 숲해설가

에티브인제주 총괄이사
AIDA, PADI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일러너
제주 액티비티 유튜브 채널
'적당히 와일드' 운영

현 유아숲 체험원 근무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 80-2
Tel. 064.739.3329
Fax. 070.4548.0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