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초등학교 6학년 원격수업 운영 안내
v 4월 16일 (목): 온라인 개학
- 온라인 개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가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학습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일학습 계획안에 맞추어 원격학습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v 출결 및 학습과제 안내
1) 매일 아침 Hi-class 출석 체크하기(출석 체크방)
2) 주간학습계획 또는 알림장으로 오늘 학습 내용 확인
안내사항

3) 과제 공책: 배운 내용 정리 또는 소감 작성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출석체크용 필수과제)
v 온라인 학습 방에서 제공하는 과제는 수행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이해도
를 파악하기 위한 과제이므로 교사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v 전담교과(영어, 음악, 체육, 도덕) 수업관련 내용은 하이클래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영어 수업에 필요한 영어 공책 한 권을 준비해주세요.
v 추후 변경되는 내용은 하이클래스로 공지합니다.
v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교실전화 또는
하이톡으로 문의바랍니다.

♥ 과제공책은 매일 그날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거나 내용
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공책입니다.
출석 체크용 필수과제이므
로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
과제공책

님께 반드시 제출합니다.

안내
♥ 과제공책 작성법
1. 날짜 적기
2. 과목, 단원 적기
3. 배운 내용 정리
또는 자신의 생각 적기
☞ 오른쪽 예시 참조

구분

1교시

2교시

자율활동

교과서

•

10-13쪽

8-11쪽

ㆍ사이버 예절 알
아보기
ㆍ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https://www.youtu
be.com/watch?v=C
0ttMX3p5so
https://www.youtu
be.com/watch?v=q
yIbtz-l6q8

ㆍ자연수÷자연수
ㆍ라이브특강 1강 시청
<분수의 나눗셈(1)>
https://primary.ebs.co.kr/course/view?cou
rseId=10204633&left=grade

ㆍ나를 탐색하기
ㆍ나의 특징을 탐색하는 질문 해보기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내가 되고 싶은 것은?
-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ㆍ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
기 책 만들기 – 교과서 10쪽 참고

1. 분수의나눗셈

과제공책
사이버 예절에 대
한 나의 다짐 쓰기

매일
과제

(금)

과제공책 정리

수학익힘책 5쪽-9쪽 풀이하기

2교시

국어-가

3교시

과제공책 정리
나의 이야기책 만들고 자신의 작품
사진찍어 Hi-class 과제게시판에 올리기

정답 확인
수학익힘 5쪽 정답
https://www.youtube.com/watch?v=pJp
On-ma-7o
수학익힘 6-7쪽 정답
https://www.youtube.com/watch?v=i8Jb
UZaEWXk
수학익힘 8-9쪽 정답
https://www.youtube.com/watch?v=zkR
z3k83C0I

교과
단원
(차시)
교과서

미술
1. 나에게 가는 시간여행

과제공책 정리

1교시

4교시

과학

5교시

6교시

체육

음악

1. 비유적 표현

1. 과학자처럼 해볼까요?

1. 마음을 열며

32-35쪽
ㆍ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기
ㆍ라이브특강 1강 시청
https://primary.ebs.co.kr/course/view?cou
rseId=10204632&left=grade

10-21쪽
ㆍ통합탐구요소알아보기
ㆍ라이브특강 1강 시청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https://primary.ebs.co.kr/course/view?cou
rseId=10204635&left=grade
<효모의 발효 조건 실험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x0Dw
f9EREMA&list=PLBomT4J-zjv0ZYYqm5
vs7Rts2Jl7LgC7B&index=2
<실험 결과 변환하고 해석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_Ni
CIiG8SM&list=PLBomT4J-zjv0ZYYqm5v
s7Rts2Jl7LgC7B&index=3
<결론 도출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ye1T
KI9gvG0&list=PLBomT4J-zjv0ZYYqm5v
s7Rts2Jl7LgC7B&index=4

10-11쪽
<봄오는 소리>
ㆍ음원을 듣고 바
른 자세와 호흡
으로 노래 부르
기
https://docs.googl
e.com/presentati
on/d/1Nnp8ccr
Ww_VH1gc_gEL
YlZN4DU1Vk4_c
btYTDbRkqak/ed
it?usp=sharing

학습
활동

매일
과제

영어

6교시

단원

(목)

수학

5교시

창체

4.16

4.17

4교시

교과

학습
활동

구분

3교시

과제공책 정리

과제공책 정리
실험관찰은 하지 않습니다.

과제공책 정리

과제공책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