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학습안내
8월14일 – 8월21일(16주)
금 (14일) ★개학일★
학습준비

운암초등학교 3학년 3반
월 (17일)

화 (18일)

수 (19일) ★등교일★

목 (20일)

금 (21일)

e학습터 로그인하기 (클릭)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클릭)

e학습터 로그인하기 (클릭)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클릭)

e학습터 로그인하기 (클릭)

e학습터 로그인하기 (클릭)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클릭)

e학습터 로그인하기 (클릭)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클릭)

창 체 (자율)

수학

수학

수학

창 체 (자율)

[학습주제] 소수를 알아볼까요(1)

[학습주제] 나라사랑 교육(광복절
계기 교육)

1교시
09:10
~
09:50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생각해보
기
▶펭수의 광복절 계기 교육 보기
▶광복절 계기 교육 및 태극기 변
천 알아보기
▶광복절 관련 느낀 점 배움 공책
에 정리하기

▶키를 나타내는 방법 알아보기
-1cm를 똑같이 나누고 분수로
나타내기
-1cm를 똑같이 10으로 나누었을
때 수를 나타내는 방법
-소수의 의미 알기

임
시
공
휴
일

[학습주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읽고 쓰
기
-같은 것끼리 이어보기
▶소수로 나타내기
-종이 개구리가 뛴 거리
나타내기
-수직선에 분수와 소수로
기
-색칠한 부분을 분수와
나타내기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나타내기

소수로

6. 분수와 소수
소수를 알아볼까요(2)

나타내
소수로

[학습주제] 오산의 문화유산 제작
▶리본의 길이 비교하기
하기
-슬기와 지혜가 사용한 끈의 길
이 비교하기
▶준비물 확인하기(학교에서 배
부)
▶수직선으로 소수의 크기 비교
하기
▶우리 고장 오산의 문화유산 제
-수일이와 도영이가 간 거리를
작 동영상 시청하기
수직선에 나타내기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정
▶안내(제작설명)서 참고하며 오
리하기
산의 문화유산 제작하기
-두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완성하고 주변 정리하기
▶수학익힘책 86~87쪽 풀기
-익힘책 문제를 풀고 영상 보면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
서 정답 확인하기 (클릭)

분수로

▶수학익힘책 82~83쪽 풀기
-익힘책 문제를 풀고 영상 보면
서 정답 확인하기 (클릭)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

122-125(82-83)쪽

126-127(84-85)쪽

128-129(86-87)쪽

-

국어

음악

사회

미술

과학

[학습주제] 만화 영화 속 음악(1)

2교시
10:00
~
10:40

▶장면을 떠올리며 시 읽기
-<빗길> 읽기

▶만화 영화 속 주제가 듣기
-<마당을 나온 암탉> 주제가
‘바람의 멜로디’ 듣기
-만화 영화 속 등장인물과 줄거
리를 생각하며 듣기

▶시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인물
의 마음 짐작하기
-문답을 통해 인물의 마음 짐작
하기

▶시에서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
는 방법 알아보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은?
-인물이 한 경험은? 그 당시 인
물의 마음은?
▶재미난 감동을 주는 부분을 떠
올리며 시 읽기
-<그냥 놔두세요> 읽기

3교시
10:50
~
11:30

임
시
공
휴
일

▶젠탱글의 의미 알기
1학기 사회학습 복습하기
1단원 정리 및 사회학습 골든벨

▶학습 목표 확인하기
▶오늘 배울 내용 생각해보기(교
과서92-93쪽)

▶4단원 내용 정리해보기
▶입체우산 표현하기
-교과서 92~93쪽을 참고하여 실
-학습지①에 검정색 네임펜이나
험관찰 48-49쪽 정리하기(실험관
사인펜으로 무늬 그리기(칸 별로
찰 붙임딱지 83쪽 활용)
다른 무늬 그리기)
-가위로 오리고 앞뒤로 접어주기
▶4단원 마무리 문제 풀기
-학습지②에 우산 붙이기
-실험관찰 50-51쪽 문제를 풀고
-배경 꾸며주기
정답 확인하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활동 후 느낀 점을 배움공책에
정리하기
46-47쪽

6-47쪽

-

92-93(48-51)쪽

과학

영어

미술

국어

[학습주제] 자석주위에 놓인 나침
반 바늘의 움직임 관찰하기

[학습주제] 만화 영화를 보고 재
미와 감동 표현하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

[학습주제] 여름미술 : 젠탱글 입
체우산 꾸미기
▶인물 살펴보기
-<강아지똥>에 나오는 인물 살
<5교시에 이어서 학습하세요>
펴보기

▶오늘 배울 내용 생각해보기(교
과서84-85쪽)

▶재미난 감동을 주는 부분 찾기
-떠오르는 장면에 대해 말하기
-재미있는 표현이나 특별히 기억
에 남는 부분 찾고 이유 쓰기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낭송하기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
의 움직임 관찰하기
-실험 동영상을 보고 붙임딱지
(77쪽)를 사용하여 실험관찰 44쪽
1번 해결해보기

▶확인하기
-국어활동 80-81쪽 읽고 정리하
기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바늘
이 움직이는 규칙 찾기
-실험결과를 관찰한 후 붙임딱지
(77쪽)를 사용하여 실험관찰 45쪽
2번, 더 생각해볼까요? 해결해보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학습주제] 여름미술 : 젠탱글 입
체우산 꾸미기

▶만화 영화 속 노래 듣기
-<겨울왕국>에서 ‘같이 눈사람
만들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을
감상하기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느낌 말
하기
-275쪽 4번 정리하기

[학습주제] 자석의 이용 정리하기

▶만화 영화에 음악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에 음
악이 없다면 어떨지에 대해 상
상해보기

[학습주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시 읽기

1학기 엉어 복습하기
1~6과 복습 게임

▶입체우산 표현하기
-학습지①에 검정색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무늬 그리기(칸 별로
다른 무늬 그리기)
-가위로 오리고 앞뒤로 접어주기
-학습지②에 우산 붙이기
-배경 꾸며주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이야기 동영상 감상 후 표현하기
-감동을 표현하는 낱말에 색칠하
기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쓰기
▶역할극 준비하기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고르
기
-역할 정하기
-대본 보며 연습하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272-277(80-81)쪽

84-85(44-45)쪽

-

-

288-291쪽

수학

과학

[학습주제]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
해 볼까요

   
   

 
 
 
-    의 크기 비교하기
 
-    의 크기 비교하기

120-121(80-81)쪽

체육

[학습주제] 움직임 표현-동물의 느
낌을 표현하기

13:10
~
13:50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 찾아
보기
-자석을 이용해 만든 생활용품
살펴보고 실험관찰 46쪽 1번 해
결해보기

▶단위분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크기 비교하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5교시

▶오늘 배울 내용 생각해보기(교
과서86-87쪽)

학책 뒤쪽, 준비물2 이용)
-단위분수의 의미 알기

▶수학익힘책 80~81쪽 풀기
-익힘책 문제를 풀고 영상 보면
서 정답 확인하기 (클릭)

▶체육교과서 보기(92-93쪽)
-동물의 빠르기와 세기, 무게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기
▶빠르기, 힘, 무게의 느낌과 흐름
을 살려 움직임 표현하기
-치타, 나무 늘보, 오리, 나비, 독
수리, 개구리, 코뿔소의 움직임 표
현하기
▶여러 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빠
르기, 힘, 무게의 느낌과 흐름을
살려 표현해보기

92-93쪽

[학습주제] 1학기 사회학습 복습
하기(2)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

-        의 길이 비교 (수

11:40
~
12:20

사회

국어

[학습주제]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
찾아보기

▶종이띠의 길이 비교하기

4교시

창 체(봉 사)

임
시
공
휴
일

[학습주제] 만화 영화를 보고 재
미와 감동 표현하기

▶우리 고장의 여러 장소 떠올리기
-우리 고장 살펴보기(대원동-원동,
<3교시에 이어서 학습하세요>
중앙동-오산동)살펴보기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우리 고장 모습 그림 비교 정
리하기

▶역할극 하기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하여 역
할극 하기(한 부분만 짧게)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해 알아
▶역할극 후 감동 나누기
보기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기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다른 생
활용품 찾아보기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다른 생
활용품을 찾아서 실험관찰 46쪽
더 생각해볼까요?에 정리하기

▶백지도에 우리 고장의 지형, 지
▶배움공책에 활동 후 느낀 점을
물 나타내기
정리하기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86-87(46)쪽

국어
[학습주제]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
며 글 읽기
-<만복이네 떡집> 읽기
-쪽마다 파란색 글씨로 쓰인 질
문에 답하며 읽기
▶내용 파악하기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
며 내용을 알아보기
-285쪽에 질문할 내용 정리하기

음악

6-47쪽

288-291쪽

체육

창 체 (동아리)

[학습주제] 만화 영화 속 음악(2)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속 음
악은?
-내가 본 만화 영화 속 음악 중
소개하고 싶은 곡을 골라 47쪽에
정리하기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
-소개할 곡을 찾아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

[학습주제] 창의활동 종이접기콧수염 접기
[학습주제] 속도 도전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물 : 색종이, 가위, 풀, 색연
필 세트, 사인펜 세트
▶준비운동(클릭)
▶콧수염 종이접기 동영상 반복
▶속도 도전이란(클릭)
하여 보며 종이접기하기
▶도전이란(클릭)

▶리코더 복습하기
-비행기, 파반, 소년 한스

▶배움공책에 학습 정리하기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아
말하기
▶배움공책에 정리하기
-286쪽 3번 정리하기
-활동 후 느낀 점을 배움 공책에
써 봅시다.
278-287쪽

46-47쪽

▶빅벤과 영국신사 컬러링 예쁘
게 색칠하고 종이접기한 콧수염
붙여서 완성하기(학습지 활용)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

32-33쪽

-

국어

창 체 (동아리)

[학습주제]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6교시
14:00
~
14:40

임
시
공
휴
일

[학습주제] 창의활동 종이접기연필 접기

<5교시에 이어서 학습하세요>
▶준비물 : 색종이, 가위, 풀, 색연
필 세트, 사인펜 세트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기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인
물의 마음 헤아리기
-287쪽 4번 정리하기

▶연필 종이접기 동영상 반복하
여 보며 연필 종이접기하기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
떠올려보기
-287쪽 5번 정리하기

▶젠탱글 학습지 예쁘게 색칠하
고 종이접기한 연필 붙여서 완성
하기(학습지 활용)

▶배움공책에 알게 된 점을 정리
하기

▶가족과 함께 감상하기

278-287쪽

등교
준비물

온라인학습
준비물

교과서, 마실 물, 배움공책, 온라인
학습 과제물

음악 : 리코더

창체 : 그리기 학습지(8.19배부), 창체(자율) : 우리 고장 문화유산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 ,
제작서(8.19배부)
사인펜
창체(동아리) : 그리기 학습지
미술 : 학습지①②(8.19배부), 가
(8.19배부), 색종이, 가위,
위, 풀, 검정네임펜(사인펜)
풀, 색연필, 사인펜

▶개학 안내
1. 3학년 여름방학 개학일 : 8월 14일(금)부터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2. 임시공휴일 안내 : 8월 17일(월)은 임시공휴일입니다.
3. 3학년 등교일 : 8월 19일(수) 09:00까지 등교

가정
통신

▶2학기 일정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즉시 안내 예정입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코로나19의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꼭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신 후, 설문에 응답하시
면 됩니다.
- 등교 전에는 오전 10시 이전까지 설문을 완료, 등교일부터는 오전 8시 40분 이전까지 설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완료 후 등교해야 합니다.)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링크 : https://eduro.goe.go.kr/hcheck/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