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일자

3월 4주 가정 학습 안내

학교가자.com

학습내용

▸ [안전] 생활 안전
-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알아보고 예방하기
▸ [슬생] 나의 몸
- 나의 몸 여러 부분의 이름 알아보기
3월 23일 ▸ [국어] 동화 듣고 퀴즈 풀기
- 견우와 직녀 동화를 듣고 일어난 일 알아보기
(월)
▸ [즐생] 소꿉놀이하기
-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 흉내 내기
▸ [그리기 놀이] 선 안에 어떤 그림이 숨어 있을까?
▸ [미션] 컵플리트(1)
▸ [상식] 2학년이 알아야 할 수수께끼
- 주어진 수수께끼를 풀고 나만의 수수께끼 만들기
▸ [슬생] 내 몸이 하는 일
- 다섯 가지 감각 알아보기
3월 24일 ▸ [국어]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 읽기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는 방법 알아보기
(화)
▸ [수학] 여러 가지 도형
- 노래로 여러 가지 도형 알아보기
- 원에 대해 알아보기
▸ [만들기 놀이] 뱅글뱅글 로터콥터 만들기
▸ [미션] 컵플리트(2)
▸ [안전] 나를 보호해요
- 유괴에 유사 상황을 알아보기
- 유괴 상황 대처 능력 키우기
▸ [바생] 건강한 몸
- 깨끗하게 양치질하기
▸
[국어] 동화 듣고 퀴즈 풀기
3월 25일
- 팥죽 할멈과 호랑이 동화를 듣고 일어난 일 알아보기
(수)
▸ [수학] 여러 가지 도형 알아보기
- 삼각형 알아보기
- 삼각형 그려보기

준비물

소꿉놀이 재료
종이, 색연필
스피드컵
연습장
다양한 음식 재료
(과일, 채소, 조미료 등)

- 원을 그려보기

▸ [만들기 놀이] 백발백중 고무줄 석궁 만들기
▸ [미션] 컵플리트(3)
▸ [안전] 손을 데었어요
- 가정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 알아보기
- 화상을 입었을 경우, 대처 방법 알아보기
▸ [즐생] 나의 몸
- 여러 가지 표정 살펴보기
3월 26일 ▸ [국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목)
▸ [수학] 여러 가지 도형 알아보기
- 이야기를 들으며 도형 이름을 기억해 보기 - 사각형 알아보기 - 사각형 땅따먹기 놀이하기
▸ [만들기 놀이] 페트병으로 장난감 만들기
▸ [미션] 컵플리트(4)
▸ [건강] 왕초보 탈출 줄넘기를 배워요
- 줄넘기를 단계별로 배우기
▸ [바생] 건강한 마음
- 마음 신호등 3단계 알아보기
▸ [국어] 동화 듣고 퀴즈 풀기
3월 27일 - 멸치의 꿈 동화를 듣고 일어난 일 알아보기
▸ [수학] 여러 가지 도형 알아보기
(금)
- 영상을 보며 여러 가지 도형 복습하기 - 칠교판에 대해 알아보기
- 칠교판 만들기
- 칠교판으로 놀이하기
▸ [만들기 놀이] 페트병을 활용해 꼬꼬닭 만들기
▸ [미션] 아는 노래 컵타 챌린지 이벤트

PC, 그림판
프로그램 준비
자, 가위, 집게
스피드컵
연습장
칫솔, 치약, 양치컵

PC, 그림판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막대, 고무줄,
면봉, 종이컵, 집게
스피드컵
연습장
색종이, 펜

학습지, 연필,
색연필, 지우개
페트병, 털실,
플라스틱 공, 자석
스피드컵
줄넘기

색종이, 가위,
칠교놀이 도안
페트병, 옷걸이, 털실,
페트병 뚜껑, 양면테이프
스피드컵

2학년

3월 3주 가정 학습 안내

일자

학습 활동
▸ [수학] 100씩 뛰어세기 문제 풀어보기
- 문제 풀어보기
▸ [놀이수학] 땅따먹기 게임하기

3월 16일

- 동전을 활용한 땅따먹기 게임하기

(월)

▸ [SW] 조건선택 과정 블록 이용하기
- 배고픈 꿀벌이 최소한의 블록을 사용해서 꿀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
▸ [안전]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보기
- 학교 생활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알기
▸ [국어] 속담 알아보기
- 호랑이를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3월 17일
(화)

▸ [SW교육] 조건선택 과정 블록 이용하기(복습)
- 배고픈 꿀벌이 최소한의 블록을 사용해서 꿀을 모을 수 있도록 돕기
▸ [안전] 주방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 주방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알기
▸ [수학] 세 자리 수 비교 문제 풀어보기
- 문제 풀어보기
▸ [놀이수학] 땅따먹기 게임하기

3월 18일
(수)

- 동전을 활용한 땅따먹기 게임하기
▸ [SW] 여러 가지 블록 이용하기
- 플래피 버드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기
▸ [안전]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는 법 알아보기
- 자동차를 탈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알기
▸ [수학] 세 자리 수 배운 내용 확인하기
- 문제 풀어보기
▸ [놀이수학] 우유팩 주사위 말판 게임하기

3월 19일
(목)

- 우유팩 주사이 말판게임
▸ [SW] 여러가지 블록 이용하기 (복습)
- 플래피 버드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기
▸ [안전] 비 오는 날 안전하게 다니는 법 알아보기
- 비 오는 날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알기

학교가자.com
온라인 주소
gg.gg/gry8s
학교가자.com
studio.code.org/s/cour
se2/stage/13/puzzle/1

학교가자.com
youtu.be/BZkQ1L1y
o7g
studio.code.org/s/cour
se2/stage/13/puzzle/1

youtu.be/JDBLLWA
WqZk
gg.gg/gry9y
학교가자.com
studio.code.org/s/cour
se2/stage/13/puzzle/1

youtu.be/HKtfFdwU
_UY
gg.gg/gryap/1
학교가자.com
studio.code.org/s/cour
se2/stage/13/puzzle/1

youtu.be/L9IATmW
sirM

▸ [국어] 자신 있게 말하기 (복습)

3월 20일
(금)

-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youtu.be/e34EJ_g5

- 여러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rGA

-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기
▸ [SW]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알아보기(복습)
- 스마트폰 바르게 쓰기
▸ [안전] 놀이터 이용 방법 알아보기
-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기

youtu.be/oRQAMYu
c1Rc
youtu.be/c7MY5hky
B7A

2학년

3월 2주 가정 학습 안내

일자

학습 활동
▸ [수학] 세 자리 수 알아보기(복습)
- 몇 백 쓰기와 읽기 알아보기
-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

3월 9일
(월)

▸ [놀이수학] 수 모형 놀이하기
- 수 모형 학습지로 놀이하기(2~4인)
▸ [SW] 반복 과정 블록 이용하기
-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안전] 먹지 않아야 하는 것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먹지 않아야 하는 것 알아보기
▸ [수학] 5씩 뛰어 세기
- 5씩 뛰어 세는 방법 알아보기
- 5씩 뛰어 세기 문제 풀기

3월 10일
(화)

학교가자.com

- 뛰어 세기 송 노래 부르기
▸ [SW] 반복 과정 블록 이용하기(복습)
-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안전] 바르게 TV 시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아이쿠와 바르게 TV 시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 주소
youtu.be/0bICs0ork
a4
학교가자.com
studio.code.org/s/cou
rse2/stage/8/puzzle/1
youtu.be/OF9rkzN6
P5s
ko.khanacademy.org/math/kor
-2nd-1/x6a6e0d447699d993:2
-1-1/x6a6e0d447699d993:2-1
-1-7/e/skip-counting-by-5s?
modal=1
youtu.be/hpmMchq7flM

studio.code.org/s/
course2/stage/8/p
uzzle/1
youtu.be/IUqbF9Ij5
80

▸ [국어] 시를 즐겨요(복습)
- 장면을 떠올리며 시 읽기

youtu.be/q-PAlBA7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 읽기

gdw

3월 11일

- 좋아하는 시 낭송하기

(수)

▸ [SW] 잘못된 블록 찾기
-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게 잘못된 블록을 찾아 주세요.
▸ [안전] 교차로 안전하게 건너는 법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교차로 안전하게 건너는 법 알아보기
▸ [수학] 10씩 뛰어 세기
- 10씩 뛰어 세기 문제 풀어보기
- 10씩 뛰어 세기 노래 부르기

3월 12일
(목)

▸ [SW] 잘못된 블록 찾기(복습)
-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게 잘못된 블록을 찾아 주세요.
▸ [안전] 횡단보도 건너는 법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법 알아보기

studio.code.org/s/cour
se2/stage/10/puzzle/1
youtu.be/05H5trbB
9do
ko.khanacademy.org/math/
kor-2nd-1/x6a6e0d447699
d993:2-1-1/x6a6e0d44769
9d993:2-1-1-7/e/skip-cou
nting-by-10s?modal=1
youtu.be/bPcTDkJb04c

studio.code.org/s/
course2/stage/10/
puzzle/1
youtu.be/hulDFHBk
BBU

▸ [국어] 자신 있게 말하기
-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기

youtu.be/e34EJ_g5

- 여러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말하기

rGA

3월 13일

- 글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 자신 있게 말하기

(금)

▸ [SW]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알아보기(복습)
- 아이쿠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알아보기
▸ [안전] 큰 차 뒤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큰 차 뒤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알아보기

youtu.be/oRQAMYu
c1Rc
youtu.be/d3J2c7_u
Qw4

2학년

3월 1주 가정 학습 안내

학교가자.com

의

일자

학습 활동
▸ [국어] 속담 알아보기
- “뿌린대로 거둔다.” 의미 알아보기
- “우물 안 개구리.” 의미 알아보기

3월 2일
(월)

▸ [SW교육]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알아보기
-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아이쿠와
함께 알아보기
▸ [안전교육] 올바른 손씻기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올바른 손씻기 방법 알아보기
▸ [수학] 세 자리 수 알아보기
- 몇 백 쓰기와 읽기 알아보기
- 두 수의 크기 비교하기

3월 3일
(화)

▸ [SW교육] 순차 과정 블록 이용하기
- 화난 새가 나쁜 돼지를 잡게 해주세요.
▸ [안전교육] 안전한 약물 사용법 알아보기
- 아이쿠와 함께 바른 약물 복용법 알아보기
- 구급약 상자 바른 이용법 알아보기

온라인 주소
youtu.be/v6gNi527f
og
youtu.be/oRQAMYu
c1Rc
youtu.be/5WUFwuT
pqdA
youtu.be/0bICs0ork
a4
https://studio.code
.org/s/course2/sta
ge/3/puzzle/1
youtu.be/bDCh7e9
MCW0

▸ [국어] 시를 즐겨요
- 장면을 떠올리며 시 읽기

youtu.be/q-PAlBA7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 읽기

gdw

- 좋아하는 시 낭송하기
3월 4일
(수)

▸ [SW교육] 반복 과정 블록 이용하기(복습)
- 화난 새가 나쁜 돼지를 잡게 해주세요.
▸ [안전교육] 질식 예방법 알아보기
-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대처법 알아보기
▸ [수학] 세 자리 수 문제 해결하기
- 문제 풀어보기

3월 5일
(목)

▸ [SW교육] 반복 과정 블록 이용하기
- 화난 새가 나쁜 돼지를 잡게 해주세요.
▸ [안전교육] 식중독 예방법 알아보기
- 음식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 [수학] 각 자리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 문제 풀어보기

3월 6일
(금)

▸ [SW교육] 반복 과정 블록 이용하기(복습)
- 화난 새가 나쁜 돼지를 잡게 해주세요.
▸ [안전교육] 치아 관리 방법 알아보기
-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https://studio.code
.org/s/course2/sta
ge/3/puzzle/1
youtu.be/jpJB-dFS
N_g
http://gg.gg/hg-20303
https://studio.code
.org/s/course2/sta
ge/6/puzzle/1
youtu.be/TsT77hDLIs
http://gg.gg/hg-20303
https://studio.code
.org/s/course2/sta
ge/3/puzzle/1
youtu.be/0oNncUr
mx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