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호수초등학교 - 꿈을 키우며 더불어 행복한 우리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년 담임교사 일동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및 입학을 연기하게 되
어 부득이하게 온라인 상으로 먼저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매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두근거리던 3월이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중인 상황입니다. 휴업기간 동안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며 함께 노력하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1학년 공통 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020학년도 개학 및 입학 연기에 따른 1학년 학습 안내 】

1. 자기주도적 학습 과제
- 휴업 기간 동안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하여 해결합니다.(개수 제한 없음)
- 모든 결과물은 자유 형식으로 학생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 학습 과제는 입학식 다음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영역
문화예술

특기신장

탐구학습
자유활동

활동 내용
책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
색종이 접기 작품 만들기
지난 겨울 동안 즐거웠던 일 그리기
줄넘기, 훌라후프 등 운동하기
피아노, 오카리나 등 악기 연습하기
동요를 따라부르며 익혀 율동 만들어 가족 앞에서 선보이기
우리나라 전래놀이를 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놀이하기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류 배출하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내가 생각한 나만의 과제

2. 온라인 학습 자율 참여: 첨부된 가정통신문(2020학년도 개학연기에 따른 「우리 집 온라인 클래스」 학습 관리 안내) 참조
□ 한글 또박또박 (www.ihangul.kr)
◦ (개요) 웹 기반 시스템 활용 한글 익힘 수준 분석 및 한글 익히기 지원
※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 정보 제공(맞춤 학습지 바로 출력)
◦ (대상‧과목) 초등학교 저학년
◦ (이용방법) 한글 또박또박 사이트 http://ihangeul.kr
□ 기초학력 향상 지원 꾸꾸 (www.basics.re.kr)
◦ (개요) 맞춤형 학력 향상 자료, 학습부진 유형별 학생 진단 도구, 지도 자료, 학습부진 학생
의 학습 활동 관리 프로그램, 학습전략 및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 학생 도
움 프로그램 지원
◦ (대상‧과목) 초·중·고 주요 교과(국·영·수·사·과)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
◦ (이용방법)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활용 가능(단, 비교과 심리검사 등은 인증 필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생활할 날을 기다리며, 코로나19
가 속히 종식되어 밝고 건강한 우리 아이들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김포호수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일동 드림
☎ 학교전화(교수학습지원실) 031-996-7416
☎ 담임교사 개별 연락처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