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가정에서 자녀 학습 도와주기

1 학년
개요
이 지침은 악천후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휴교가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을 학습 활동에 개입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활동들은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 때 지적으로 활발함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활동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최우선 단계의 수업 지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최우선 수업 단계에 대한 최상의 실행은 학생들이 재등교할 때 실시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완수할 활동이나 과제는 최종 분기 성적에 평가되거나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성있고 접하기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활동들은 한번 이상 반복하셔도 됩니다.

선택 활동
각 과목마다 “선택란” 옵션이 있습니다. 매일 몇몇 다른 과목들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이 옵션들은 신체적 활동, 책 읽기,
테크놀로지 사용하기, 온라인 자원,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완수하는 활동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주시면 의사소통 기술과 이해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래의 표(앞면과 뒷면)를 사용하여 아이가 매일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게 함으로 모든 영역의 수업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옵션 1
이야기를 읽거나/듣는다. 그
이야기를 보도 분필이나 마커,
크레용, 또는 물감을 갖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옵션 2
자신의 가장 최고의 손글씨로
친구나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편지를 써보자.
Dear _______,

언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크게 읽어주는 다음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라
www.storylineonline.net

Hi!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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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3

옵션 4

흥미로운 논픽션 책을 찾아서 읽은
후에 그 책을 통해 알게된 5 가지
사항을 적고 설명해 보라.

“틱-택-토 혼성 자음 놀이”를
해보자. 틱-택-토 판을 그린다. X 나
O 대신에 각 경기자는 혼성 철자를
고른다. 각 경기자는 서로 번갈아 판
위의 여백 공간에 자신이 고른 혼성
자음으로 메꿔 나간다. 하지만, 쓰기
전에 경기자는 자신의 혼성 자음(예:
bl, cl, br, tr, fl, gl, pl, scr, sk, spr)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야 한다.

수학

과학

사회

한 발로 뛰거나 줄넘기하기,
가게에서 줄서 있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도중에 어떤
숫자부터든(120 내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또는 거꾸로
세기를 연습한다.

책이나 연필같은 물건을 집어
든다. 선택한 물건보다 더 길거나
더 짧은 물건들을 찾아보자. 그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어보라.

놀이 카드를 사용하여 두 숫자를
만든다. 두 수를 더한다. 어떻게
더했는지 설명해 보라.

덧셈이나 뺄셈 문장을 써보라. 그리고
그것에 맞는 문제를 내본다.

집에서 과학 일지를 써보자.
매일 글이나 그림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무엇이
궁금한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나(보고, 듣고, 느낌으로)?
논픽션 과학 서적을 읽거나 듣고
새롭게 알게된 것을 글로
써보자.

집에 애완동물이나 좋아하는 동물
인형이 있는가? 될 수 있는데로
자세히 동물의 각 부위와 그
부위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알아 보고 부위별로 명칭을 붙인
도표를 그려 본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은 무엇이 있나? 그
동물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서
적어보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는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자. 공을
살살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을 세게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무엇이 요인일까?
다른 방향으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다른 장난감은 무엇이
있는가? 자신의 과학 일지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적어보자.

집 안팎의 여러 물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자(어른의 허락 필요). 그 물체들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나? 물체의 색상이나
질감, 크기, 모양 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달리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규칙 목록을 만들어 보자.
가족을 위한 규칙일 수도 있고
학교, 혹은 동네를 생각할 수도
있다. 각 규칙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예를 들어
놀이터나 집, 동네 등) 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자.

과거와 현재의 사진들을 보라.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
나눈다.

집안의 물건들을 둘러 보면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본다.

미술: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로

체육 & 보건 30 분정도 신체 운동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정해서
해보라.

테크놀로지 수업: 본인의 이름과

도서 매체: 그림책이나 장편 책, 잡지,

성, 사용자 명/비밀번호
그리고/또는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들을 비어있는 워드 프로세싱
문서에 타이핑하는 연습을 해보자.

만화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골라보자.
픽션과 넌픽션의 차이를 비교해 보라.

체육 & 보건: 댄스 파티를 해보자.
자신의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춰보는거야.

음악: 어떤 노래든지 듣고 가사와

도서 매체: hcpss.me 의 MackinVIA
를 로그인 해보라. 흥미롭게 읽을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거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 본다.
PebbleGo, Tumblebooks, 그리고
Britannica School Edition 의
FUNdamentals 를 골라 보라.

둘러 싸인 가족을 그려보라.

예체능

미술: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이나 애완동물, 장소, 활동 등을
그려보자.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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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구를 구분해 보라. 그것을
철자로 바꾸어 본다. 예를 들어
ABAB 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