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온라인수업 주간학습안내
7월 19일 (월) ~ 7월 23일 (금) 21주

마송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

월 (19일)[온라인]
화 (20일)[온라인]
수 (21일)[온라인]
국어
사회
국어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을 수
주제
사회 정리 문제 풀기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1/2)
있다(1/2)
- 302-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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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리 문제 해결하며 1학기 복습하기 - 319-325쪽
교시 자료 -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로 어떻게 나타냈 - https://www.youtube.com/watch?v=fk7 -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로 쓸 준비 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1
는지 알기
Wiwp0I70
chQOHhyI
https://youtu.be/pk4XazJwBAo
요일
교과

과제 - 교과서 물음에 답하기
교과
주제

- 줌 화상수업에 잘 참여하고 발표 열심히 하기 - 화상수업 시청하며 교과서 물음 답하기

국어
수학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을 수 도전 수학(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비교해
있다(2/2)
볼까요)

목 (22일)[온라인]
국어

금 (23일)[온라인]
자율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2/2)

여름방학식

- 319-325쪽
-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로 쓰고 평가하기 - 여름방학식
https://www.youtube.com/watch?v=OqfvH- - 방학 계획 세우기
ChNfk
- 화상수업 시청하며 교과서 물음 답하기

- 5학년 여름 방학 계획서 꼼꼼히 읽어보기

수학

국어

미술

얼마나 알고 있나요

8-10 단원복습

6. 이미지를 읽어볼까요

- 환경보호를 나타내는 이미지 로고 만들기
- 308-311쪽
- 136-137쪽
2
- 138-141쪽
- 로고가 있는 페브릭 환경뱃지 만들기
- 1학기 8-10 단원 국어 복습하기
-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로 어떻게 나타냈 - 문제 이해하기/해결 계획 수립하기/계획에 -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교시
https://www.youtube.com/watch?v=qaV9rJ
자료
따라 실행하기/반성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gRrz-r
https://www.youtube.com/watch?v=DW0
880iA
는지 알기
https://www.youtube.com/watch?v=12u990
0s29k
lIWBuemQ
https://www.youtube.com/watch?v=3IDDgP
yM7CE
https://youtu.be/oT7fEcgAjoY
99IkI
과제 - 교과서 물음에 답하기
교과
주제
3
교시

수학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2/3)

- 수학, 익힘책 6단원 정리하기

보건 수업

- 132-135(90-93)쪽
- 수학익힘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8zwuN
4HlAAs

과제 - 익힘 90~93쪽 정리하기
교과
주제

수학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 볼까요(3/3)

- 132-135(90-93)쪽
- 삼각형으로 나누어 넓이 구하는 방법 알아보
4 자료 기
교시
https://www.youtube.com/watch?v=VcXcxe
KWmA4
과제 - 익힘 90~93쪽 정리하기

교과
주제

영어
과거에 한일을 묻고 답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며 말하기

- 준비물 : 필기도구, 배움공책

미술

모두모두 자란다 (2/2)

탐구 수학(사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
볼까요)

6. 이미지를 읽어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HocMjo - 142-143쪽
-영상 참고하여 나만의 뱃지 완성하기
ihNJM
-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AJ599B
- https://www.youtube.com/watch?v=cR55 4h8CY
-음이름과 계이름으로 노래 부르기
bRRei-o

- e학습터 스피드스택스 동영상 참고하기
-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 준비물 : 스피드스택스 컵
https://www.youtube.com/watch?v=Llxy1ec https://youtu.be/Uq7fQRRYrTs
7RZ4

- 대한민국 역사 10분 정리하기
https://youtu.be/z83i71rjwcE

- 가정 내 평평한 공간 마련하여 연습하기

- 학습영상 시청하며 여름방학 생활안전
규칙 이해하고 실천하기
- 여름방학 안전수칙
https://youtu.be/J4q0Dct4xVw
- 여름방학동안 읽고 싶은 역사 서적 탐색하기 - 물놀이 안전교육
https://youtu.be/PEhqu5HH6Lc

- 가정에서 평평한 공간 이용하여 신체활동 - 여름방학동안 역사 관련 서적 1권 이상 읽 - 여름방학 안전 사고 조심하고 즐거운 여
따라하기
어오기
름방학 보내고 오세요~

국어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1/2)

영어

실과

실생활 동영상을 보며

6. 신체발달, 건강, 안전을 고려한 옷차림을
실천해 볼까요

과거에 한일을 묻고 답하기
·Let’s sing (3분)

https://www.youtube.com/watch?v=51Ux4hBYJE0

https://www.youtube.com/watch?v=AKaD2btS1A4

- 66-69쪽
- 신체발달, 건강, 안전을 고려한 옷차림
https://cls6.edunet.net/play/view.do?e=wunCMpiXP&n=0 - https://www.youtube.com/watch?v=Lil4
SS_Q714&t=427s
·교과서 110~111쪽 2차시 (25분)
·Hello! Key Expressions.(5분)

https://www.youtube.com/watch?v=K4HAVeFkL6k

<학습과제>
과제 1.New Expressions 3번 이상 읽고 2번씩 - 교과서 물음에 답하기
공책에 쓰고 꼭 외우기

<학습과제>
1. New Expressions
- 교과서 활동하기
3번 이상 읽고 2번씩 공책에 쓰고 꼭 외우기

국어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2/2)

실과
7. 생활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모두모두 자란다 음이름 계이름 복습 익하기
- 312-318쪽
6
https://www.youtube.com/watch?v=9zB5fC - 실제 경험과 그 경험을 이야기로 나타낸 글 교시 자료 LaCnI
의 차이점 알기
과제 - 교과서 없이 화면 보면서 익히기

-페브릭 뱃지 만들기 세트, 색연필 등

수학

- 수학, 익힘책 빠진 부분 풀고 1학기 마무리
-페브릭 뱃지 만들기 세트, 색연필 등
하기
사회
창체
여름방학 생활 안전 규칙
대한민국 역사 맛보기

- 312-318쪽
https://www.youtube.com/watch?v=AKaD2btS1A4
- 실제 경험과 그 경험을 이야기로 나타낸 글
5
·Hello! Words.
의 차이점 알기
교시 자료
https://cls6.edunet.net/play/view.do?e=sV6J9P2vu&n=0 https://www.youtube.com/watch?v=kAVFu
NHN7EA
·교과서 108~109쪽 (1차시-심화) (25분)
(5-6교시)

음악
모두모두 자란다 복습 (1/2)

- 화상수업 시청하며 교과서 물음 답하기

음악

-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평소에 알고 싶었던
- 교과서 없이 화면 보면서 익히기
점 질문하기
체육
체육
다양한 방법으로 컵스택스 연습하기
가정형 신체활동

·Let’s sing (3분)

교과
주제

- 수학, 익힘책 6단원 정리하기

보건

- 교과서 물음에 답하기

-

- 70-75쪽
- 가정, 야외,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https://www.youtube.com/watch?v=6diX1_
gn94E
- 교과서 활동하기

♠ 7월 23일(금)은 여름방학식입니다. 1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남은 학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 기간에 자가진단 실시 부탁드립니다. 학생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나 밀접 접촉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시 담임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줌 화상 수업 9시 10분까지 참여하기 바라며 바른 자세로 얼굴과 수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나오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학일은 8월 23일(월)입니다. 개학전에 등교여부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학습 준비물 : 실내화, 책가방,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등), 알림장 및 여분공책, 가정통신문 L자 파일, 색연필, 싸인펜, 위생티슈(물티슈), 휴지, 마스크 스트랩 등 준비 부탁드립니다.
♠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학기 교과서 배부, 1학기 통지표는 2학기 개학식 등교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일정 변경시 따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5학년 여름방학 계획서는 e알리미와 학급 플랫폼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가정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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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