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온라인수업 주간학습안내
6월 14일 (월) ~ 6월 18일 (금) 16주

마송중앙초등학교 5학년 3반

요일
교과

월 (14일)[등교]
과학

화 (15일)[등교]
수학

수 (16일)[온라인]
국어

목 (17일)[온라인]
국어

주제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도전 수학(과자 상자를 꾸미는 데 필요한
색종이의 양을 구해 볼까요)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2/2)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1/2)

- 102-103쪽
1 자료 - 86-87쪽, 실험관찰 44쪽
- 문제 이해하기/해결 계획 수립하기/계획에 - 212-217쪽
-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 이야기하기
교시
따라 실행하기/반성하기

- 218-224쪽
- 기행문의 특성 파악하기

금 (18일)[등교]
영어
미래에 할 일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며 말하기
• Fun Talk 대화 듣고 이해하기
• Listen and Follow 듣고 알맞은 길 따라가기
• Let’s Practice 주요 표현 연습하기
• Play together 2 손가락 트위스트 놀이
<학습과제> New Phrases
3번 이상 읽고 3번씩 공책에 쓰고 꼭 외우기

과제 - 실험관찰 14쪽 정리하기

- 수학책, 익힘책 5단원 정리하기

- 교과서 물음에 답하기

- 화상수업 시청하며 교과서 물음 답하기

※교과서 수업영상 꼭 시청하기
리딩게이트 매일 동화책 1~2권 읽고 학
습하기

2
교시

교과

과학

체육

사회

국어

동아리

주제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구역과 역할을 나누어 수비해요(1/3)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2/2)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2/2)

종이접기 컬러링

- 86-87쪽, 실험관찰 44쪽
- 체육 74~75쪽
자료 -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기
- 편한 복장 및 운동화
실험

- 123-129쪽
- 모의재판 하기

과제 - 실험관찰 15쪽 정리하기

- 사회 학습지 빈칸 채우며 정리하기

교과

체육

주제

빈 곳으로 공을 차서 보내요(3/3)

3
- 체육 72~73쪽
교시 자료 - 편한 복장 및 운동화
과제 - 안전하게 체육활동 하기
교과
주제

영어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하기

- 안전하게 체육활동 하기
국어
기행문을 읽거나 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1/2)

- 화상수업 시청하며 교과서 물음 답하기

창체

수학

6월 호국보훈의 달 계기교육(1/2)

얼마나 알고 있나요

-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해결하기
국어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쓸 수
있다(1/2)

- 212-217
- 단원 도입 및 단원 학습 계획 세우기

- 현충일은 왜 생겼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DyQWMMujUiE - 104-105쪽
-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 얼마나 알고 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Uae2CmoCNbQ

- 68-73쪽
-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쓰는
방법 알아보기

- 교과서 꼭 준비하기

- 영상시청 후 학습지 빈칸 채우기

- 등교시간에 교과서 준비하기

중국어

체육

중국어 학습 시간

My work 단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기
4 자료 Let’s sing“May I take your order?”노래부르기 - 준비물 : 중국어 교재, 중국어 공책
교시

과제

- 218-224쪽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정, 견문, 감상 - 별 종이접기
- 알라딘 색칠
부분 찾기

<학습과제> New Expressions 빈칸
완성하고 외우기(출석 수업시 시험)
보충교재 50쪽 풀고 연습하기
- 지난 시간 학습 내용 복습해 오기

리딩게이트 매일 동화책 1~2권 읽고 학
습하기

교과

수학

사회

주제

분수의 뺄셈을 해 볼까요(3)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알아보기(1/2)

가정형 신체활동 따라하기
- 근력, 근지구력/민첩성/평형성/협응성
- https://youtu.be/2tcy0YMmsd0

- 수학책, 익힘책 5단원 정리하기
창체

국어

학교폭력예방교육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쓸 수
있다(2/2)

- 진정한 사과 위드유 시청하기
- 학습영상
https://youtu.be/-Arg-biPIGU

- 가정에서 평평한 공간 이용하여 신체활동 - 학습영상을 시청하며 학습지 작성하기
따라하기

영어
미래에 할 일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며 말하기

- 68-73쪽
-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쓰는
방법 알아보기

- 등교시간에 교과서 준비하기

도덕

미술

목표 잊지 않고 꾸준히 더 노력하기

1. 소곤소곤 나와의 대화

·Let’s sing (2분)
- 98-101(66-67)쪽
- 받아내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 - 123-129쪽
-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5 자료
셈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기
생각해 보기
교시
- e학습터 사회 11차시 수업영상 시청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nx9IllEJP0g

- https://www.youtube.com/watch?v=EXb - 10-11쪽
4whEPfuM
-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 나타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unQY
https://cls6.edunet.net/play/view.do?e=zREDD2TS1 - 교과서 70-73쪽
quclW4
·교과서 86~87쪽 1차시-기초 (18분)
·Hello! Key Expressions.(5분)

https://www.youtube.com/watch?v=Xw9wUSWpWXs
<학습과제> New Words 외우기 (출
석 수업시 시험)

과제 - 익힘책 66~67쪽 해결하기

- 사회 학습지 빈칸 채우며 정리하기

리딩게이트 매일 동화책 1~2권 읽고 학
습하기

-교과서 물음 작성하기

- 도화지, 색연필, 색싸인펜

보충교재 17~18쪽 풀고 연습하기

교과

음악

수학

주제

겨울나무 2차시

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리

-교과서 76~77쪽
-https://drive.google.com/file/d/1n5UKVA
6
교시 자료 CmTkuI3U9mWZzyHm59Ub2DHhXE/view?u - 분수의 덧셈과 뺄셈 학습지 해결하기
- 수학, 익힘책 5단원 정리하기
sp=sharing
과제 - 셈여림을 주의하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 금요일까지 선생님에게 확인받기

실과
2. 다양한 식재료 맛보고 올바른 식습관
평가하기

미술
1. 소곤소곤 나와의 대화

-

-교과서 48-49쪽
- 10-11쪽
https://www.youtube.com/watch?v=Z_Aec - 나의 겉모습과 속마음 나타내고 색칠하기
UnoCHo

-

-학습영상 시청 후 교과서 활동하기

- 도화지, 색연필, 색싸인펜

♠ 6월 18일 3교시에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줌 화상회의 초대링크를 문자로 공지할 예정이니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6월 25일 (금)에 수학 5단원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꼭 부탁드립니다. 학생에게 이상이 있을 시 담임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기간(4월 1일~6월 30일)입니다. 건강검진을 마친 학생 부모님은 안내장 뒷장 건강검진확인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 목요일 줌 화상 수업 9시 10분까지 참여하기 바라며 바른 자세로 얼굴과 수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나오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신청하실 부모님은 담임에게 문의 바라며 3일 전에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3 밀집도에 따른 주3회 등교를 실시하며 5학년은 월,화,금 등교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줌 화상수업을 실시하니 실제 수업과 같이 바른 자세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가정
통신란 ♠ 학습 준비물 : 실내화, 책가방,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등), 알림장 및 여분공책, 가정통신문 L자 파일, 색연필, 싸인펜, 위생티슈(물티슈), 휴지, 마스크 스트랩 등 준비 부탁드립니다.
♠ 5학년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약속
1. 등교 수업 후 밖에서 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온라인 수업 준비하기
2. 온라인 과제를 친구들과 모여서 하지 않기(집에서 스스로 하기)
3. 다른 사람이 불쾌할 수 있는 장난이나 농담하지 않기
4. 음란물, 폭력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5. 교통안전규칙 잘 지키기(무단횡단 금지, 멈추기, 운전사 눈 보기, 안전 확인 후 건너기)
6.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기
7. 카카오톡 등 SNS로 욕설,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다른 사람 함부로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기
8. 전염병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래방, PC방,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단체로 어울려 놀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