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행복한 배움터
코로나19 개학연기에 따른
가정학습(3.23~4.3)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심각성으로 연일 어수선한 요즘 댁내 두루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4월 6일(월)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신학년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들
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게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의 돌봄을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학습 콘텐츠

콘텐츠
학교온

EBS 온라인
클래스

내용 및 이용방법
교육부 운영 가정학습(온라인학습)

onschool.edunet.net

EBS 연계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통한 초·
중·고등학생 학습 관리

ebs.co.kr

서책교과서 내용에 동영상, 평가문항 등 멀
디지털 교과서 티미디어 자료 등 추가, 외부 자원 연계,
관리 기능이 부과된 디지털교과서 활용

dtbook.edunet.net

e학습터

동영상, 평가문항 위주로 초·중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지원
(모락초 학급별 개설-가입방법은 각 학년
안내장 참고)

cls.edunet.net

위두랑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통한 초·중·고등학
생 학습 관리

rang.edunet.net

한글 또박또박

초등 저학년을 위한 웹 기반 시스템 활용
한글 익힘 수준 분석 및 한글 익히기 지원

ihangul.kr

기초학력향상
지원
꾸꾸

맞춤형학력향상 자료, 학습부진 유형별 학생
진단 도구 및 지도 자료, 학습부진 학생의 학
습활동관리 프로그램, 학습전략 및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 학생 도움 프로그램 지
원

basics.re.kr

2. 공통활동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지킵시다.
•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엔 개인위생에 더욱 조심하고 외출 후엔 꼭 손을 30초 이상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엔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개학을 대비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합시다.
• 실내에서도 가족과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 음식을 골고루 먹읍시다.
• 몸을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손씻기 6단계

3. 1학년 가정학습 안내

온라인
학급방
개설

▪ e학습터: http://cls.edunet.net 온라인 학급방 개설
- 가입 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세요.(3쪽~4쪽 참고)
- 가입 후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가입하여 자기주도적학습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신체활동 하기 :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신체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코로나 19 예방수칙 지키기:
외출할 때 마스크 쓰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건강

-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https://www.youtube.com/watch?v=P-rhqWpjVag
-쑥쑥 키 크기 체조
https://www.youtube.com/watch?v=l5s6h3gwNBY
-코로나 거리두기 운동(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잠시 멈춤) 실천하기
https://youtu.be/J1D0_BEj5Kc

1학년

▪ 200ML 우유 개봉하는 방법 : https://www.youtube.com/watch?v=wBfZuChbk7M

적응

▪ 글씨 쓰기 기초 선 긋기 : https://www.youtube.com/watch?v=ZHSOX4auG5M&t=193s

활동

(줄긋기 동영상은 1부터 4까지 있어요)

4. e 학습터 가입 방법( cls.edunet.net/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1번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3. 전체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2번 나의학급 중 수강가능학급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4. 수강 가능 학급으로 이동 후 아래 4번의 메뉴에서 ‘검색 조건을 선생님’으로 바꾸고
‘본인의 담임선생님 이름’을 검색합니다.(1학년 선생님 : 심필복, 이현아, 홍영란)

§

또는 아래와 같이 우리 학교 학급 메뉴를 눌러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개설한 학급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5. 검색 결과에서 담임선생님이 개설하신 학급을 수강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