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주간학습안내

(4학년 2반)

11월 30일 - 12월 4일 (2학기 14주)
월 (30일)(원격)
학습준비

(클릭)

화 (1일)(원격)
(클릭)

영 어 <전담/원격>

1교시
09:00

2교시
09:45
~
10:25

(클릭)

◆ 학습정리노트 쓰기
- eat breakfast 아침을 먹다, get up
일어나다, go to bed 잠자러 가다,
read a book 책을 읽다.
(배움공책에 5번씩 쓰기)

(클릭)

사회

[학습주제] Speak and Read, Listen, [학습주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Read and Connect, Look and Write, 미친 영향 알아보기 (2/2)
Play Together 3
◆ 교과서 104쪽 살펴보기
◆ 유튜브 노래 영상
- 저출산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 3가지
이해하기
https://www.youtube-nocookie.com/
embed/1n9rsD5L5NU
◆ 교과서 105쪽 살펴보기
-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 3가지
이해하기
◆ 동영상 파일(126-127쪽)

~
09:40

(클릭)

수 (2일)(원격)

(클릭)

(클릭)

(클릭)

수학

학습주제] 물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 동영상 시청하기
① 방울이의 이동 과정 동영상 1
②, 물의 순환 과정 동영상 2
◆
1.
정
2.

101-106쪽

106-109(54-56)쪽

수 학 [Zoom 화상수업]

국 어 [Zoom 화상수업]

수 학 [Zoom 화상수업]
[학습주제] 꺾은선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 배울 내용 알아보기
- 꺾은선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
고

꺾은선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실험관찰 54~56쪽 (과제)
<동영상 1>을 보고 방울이의 이동 과
(p54~55) 정리하기
<동영상 2>를 보고 물의 순환과정

◆ 학습정리노트 쓰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
책(106쪽 내용 중) 2가지 이상 쓰기

222-225, 국어활동 58-59쪽

(클릭)

과 학 <전담/원격>

126~127쪽

98-99(65), 100-101(66-67)쪽

(클릭)

◆ 교과서 106쪽 살펴보기
-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p56) 정리하기
준비 대책 살펴보기

[학습주제] [단원 도입], 꺾은선그래프를
알아볼까요
[학습주제]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안
다 (1/2)
◆ 단원 전 준비학습 문제 풀기
- 수학익힘 65쪽 스스로 풀고 함께 채 ◆ 국어 222쪽
점 및 설명 듣기
-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생각하며
시후가 쓴 독서 감상문 읽기
◆ 단원에서 배울 내용 알아보기
- 알맞은 내용을 선으로 잇기
- 교과서 98-99쪽 그림보며 꺾은선그 - 독서 감상문 쓰면 좋은 점 알아보기
래프의 사용 사례 알아보기
◆ 국어 223쪽
◆ 꺾은선그래프 알아보기
- 독서 감상문에 알맞은 제목 붙여보기
- 교과서 100-101쪽 문제 해결하기
◆ 국어 224쪽
- 꺾은선그래프의 뜻 이해하기
- 독서 감상문 쓴 과정 살펴보기
◆ 수학익힘 66-67쪽 해결하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독서 감상문 쓰는 과정 정리하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꺾은선그래프의 뜻 쓰기

금 (4일)(★등교)

목 (3일)

교과서 활동하기
102-103쪽 문제 해결하기
꺾은선그래프의 가로, 세로/ 수치 읽
답하기

재
량
휴

104-105(70-71)쪽

체 육 <전담/등교>

업
일
(수능)
리본으로 움직임 표현하기
*4-1 1교시

◆ 수학익힘 해결하기
- 68-69쪽 스스로 풀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103쪽의 (가),(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 1가지 이상 쓰기
102-103(68-69)쪽

84~85쪽

사회

자 율 [Zoom 화상수업]

과 학 <전담/원격>

영 어 <전담/등교>

[학습주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_자율활동

[학습주제] 물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 동영상 시청하기
①
https://www.youtube-nocookie.com/
embed/WgdrDK-S26I
② 다양하게 이용되는 물과 관련된 역할
놀이
동영상

12과 주요 표현 배우기,
Worksheet, play game.

[학습주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알아보기 (1/2)

3교시
10:30
~
11:10

◆ 교과서 101쪽 살펴보기
- 지민이와 어머니의 대화를 읽고 우리
사회 변화 살펴보기
- 저출산/고령화 현상 파악하기
◆ 교과서 102쪽 살펴보기
- 그래프를 보고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변화 모습 예측하기
(그래프 읽기 및 추후 변화 예측)

◆ 외부 강사 초빙
실시간 수업

◆ 실험관찰 57쪽 (과제)
◆ 학습정리노트 쓰기
1. <동영상 2>를 보고 다양하게 이용되
- 강사 선생님 수업을 듣고 중요한 내 는 물과
◆ 교과서 103쪽 살펴보기
용/핵심 단어 쓰기
관련된 역할 놀이 정리하기
- 저출산 고령화 내용이 담긴 신문 기
2.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떠올리며 물의
사를 읽고 우리 사회 변화 모습 이해하
중요성 정리하기
기

*4-1 2교시

◆ 학습정리노트 쓰기
- 101쪽의 저출산/ 고령화의 뜻 쓰기

-

110-111(57)쪽

12과 전체

체육

국 어 [Zoom 화상수업]

진로

국어

◆ 준비운동
- 코로나 19 극복 생활체조 따라하기
(18번. 유연성 운동)

11:15
~
11:55

◆ 학습정리노트 쓰기

101-106쪽

[학습주제] 음악 줄넘기

4교시

*4-1 2교시

[학습주제] 나의 꿈 책 만들기 (2)
[학습주제]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안
◆ 준비물 안내
다 (2/2)
- (꾸러미) 무지 스크랩북, 나뭇잎 스티
커, 사인펜/색연필 등
◆ 국어 225쪽

- <보기>의 문장을 빈칸에 써넣으며 독
◆ 꿈나무 만들기
서 감상문 쓰는 방법 알아보기
- 스크랩북의 맨 앞장 표지 다음 부분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ocYkRHCcytY
을 펼쳐놓기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FTGrAJGO8sw ◆ 국어활동 58쪽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KjcQfaCxw4M?t=1s
- 연습장에 나의 장점을 브레인 스토밍
- 「나의 꿈, 나의 미래」 읽기
형식으로 최대한 많이 적어보기
◆ 음악줄넘기 따라하기
- 나의 꿈과 관련하여 좋은 장점들을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nDCGOPCbTbs ◆ 국어활동 59쪽
-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선별하기
- 나무 기둥을 그리고 나뭇잎 스티커를
숫자 쓰기
◆ 정리운동
붙인 후 가지를 그려 ‘꿈나무’ 완성하기
- 새천년 건강체조
-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정리하기
- 나뭇잎에 장점 및 꿈과 관련한 단어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wP5rGmrTyjg
써넣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국어활동 59쪽을 보고 독서감상문 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영상을 보고 줄넘기를 할 때의 주의 는 방법 정리하기
- 꿈나무에 들어간 나의 장점 2가지 이
사항 적어보기
상 쓰기
◆ 줄넘기 세부 동작 따라하기

-

222-225, 국어활동 58-59쪽

-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다 (1/2)

226-233쪽

도덕

음악

국어

[학습주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학습주제] 두 얼굴의 겨울을 찾아 떠나는
음악 여행
어요

5교시
12:00
~
12:40

◆ 그림 감상하기
◆ 생활 속 이야기
- 「모두 똑같습니다」를 보고 114쪽 질 - 칼 라르손 <썰매를 타는 브리타>, 커
리어 <겨울 취미> 감상하기
문에 답 쓰기
◆ 인성 쑥쑥
- 115-116쪽 읽고 질문에 답 쓰기
◆ 단원 마무리
- 117쪽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 음악 감상하기
- 앤더슨 <썰매타기>, 발퇴펠 <스케이
터스 왈츠> 감상하기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다 (2/2)

◆ 그림과 음악 연결하기
- 음악에 어울리는 느낌의 색깔과 그림
찾아 76쪽에 적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다문화 존중 표어 만들기
예: 우리의 겉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인 ◆ 학습정리노트 쓰기
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만은 모두 - 앤더슨 <썰매타기>, 발퇴펠 <스케이
똑같습니다.
터스 왈츠> 감상한 소감 적기
114-117쪽

76쪽

226-233쪽

동아리
[학습주제] 한자 교육_동아리활동
◆ 한자 사이트 접속하기
https://gsedu.co.kr/ebook/book/e5/

6교시

◆ 오늘의 이야기(66-67쪽) 읽기
- ‘밤마다 우는 카나리아’ 읽기
- 새로 배우는 한자의 음과 뜻 살펴보기

13:20

◆ 교과서 71-72쪽 한자 배우기
- 돌이킬 반(反)/힘쓸 무(務)/

~
14:00

이를 도(到)/ 벼슬 관(官)
- 해당 한자 따라서 쓰기
◆ 한자 연습장에 연습하기(과제제출)
- 15-16쪽 중 오늘 한자만 연습하기
(16번씩 쓰기)
◆ 학습정리노트 쓰기
- 오늘 배운 한자 2번씩 쓰기
한자교과서 71-72쪽 (연습장 15-16쪽)

◆ 매일 오전 자가진단을 꼭 체크해주세요. 학생이 직접 하며, 학부모님께서 도와주시거나 대신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정확히 체크 부탁드립니다.

가정
통신

◆ 등교일과 원격 수업일을 꼭 체크해주세요! 또한 등교일에는 급식 후 바로 하교하며 하교 후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 시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일상 생활에서도 착용하며 하교 후에는 바로 집으로 귀가하며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 원격 수업인 이학습터 로그인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 게시판에 주간학습안내 파일(PDF)을 탑재(클릭)하였으니 대체학습으로 활용해주세요.
"제공되는 사이트와 동영상 및 각종 자료는 수업 및 수업 지원이 목적이며, 다른 사이트에 공유 또는 게시하실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매일
매일
실천

< 매일매일 실천해요 >
￭ 학급 소통공간 하이클래스(하이콜(전화), 하이톡(문자) 기능)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합니다.
￭ 과제 제출은 선생님이 운영하는 e학습터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제출하면 됩니다. (등교 시 제출 가능)
￭ 읽고 싶은 책을 정하여 독서하기(일주일에 독서감상문 한 편 쓰기)
￭ 매일 한 교시 수업이 끝나면 ‘배움노트(줄공책)’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원격 수업 출결 근거 자료로 사용되니 잊지 않고 작성해주세요)
￭ 위 학습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정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독서 및 인터넷 검색 등)

해요!

<학습 관련 사이트 안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했을 때, 전체 자료를 활용하기가 원활합니다)
￭

: https://primary.ebs.co.kr

￭

원격

<e 학습터 지원 센터>

교육

￭ e학습터 학생 학부모 지원(경기도 교육정보 기록원):

지원

￭ e학습터 시스템 문의(e학습터 콜센터):

생활
지도

(클릭) (컴퓨터, 휴대폰 어플 다운 가능) (아이디: school-2820, 비밀번호: school-2820)

031-240-6405~4

1544-0079 (내선번호

3-3-1)

￭ 디지털 저작권을 지켜요!
- 온라인 학습에 업로드된 자료나 영상을 다른 사이트나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요!
- 허락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화면을 캡처하여 올리는 행동,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평가하거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 인터넷 사용 예절을 지켜요!
- 답글을 달 때에는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글을 남기지 않아요!
- 혐오(비하, 차별 등)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 1인 1운동 실천하기(실내에서 간편한 건강 체조하기) ※ https://www.youtube.com/embed/qNnHd6pRBdM (펭수와 함께하는 겨울철 실내운동)
￭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기침예절방법 익히기
※ https://www.youtube.com/embed/P-rhqWpjVag(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