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초 통합교육지원1실 등교 수업 주간활동계획
출석
확인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출석 확인: 통합교육지원실 등교 수업 미참여 시 통합학급(원반) 원격 수업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11월 22일 (월)
1학년 국어

11월 23일 (화)
1학년 국어

11월 24일 (수)
1학년국어

11월 25일 (목)
1학년 국어

11월 26일 (금)
1학년 국어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하며 한
문장씩 따라 읽기

▪문장이 끝나는 곳
에서 손뼉을 치면서
<비사치기> 따라 읽
기

▪글을 따라 읽고
설명하는 그림을 찾
아 꾸미기

▪<뿌리를 먹는 채
소>를 따라 읽고 채
소 그림 낱말 카드
완성하기

▪통합교육활동-진로
교육 겨울용품 만들
기 (손수건과 핫팩)

1학년 수학

1학년 수학

1학년수학

1학년 수학

1학년수학

▪규칙을 만들어 무
늬를 꾸며 볼까요

▪수 배열표에서 규
칙을 찾아 볼까요

▪얼마나 알고 있나
요

▪공부할 준비가 되
어 있나요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동물원에서> 듣
고 장소의 변화에 따
라 관찰한 것 정리하
기

▪글의 흐름에 따라
간추린 내용 (따라)
읽고 내가 되고 싶
은 직업 골라 꾸미
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그림을 붙이고
가고 싶은 체험 장
소 고르기

▪통합교육활동-진로
교육 겨울용품 만들
기 (손수건과 핫팩)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들이를 비교해 볼
까요

▪들이의 단위는 무
엇일까요

▪들이를 어림하고
재어 볼까요

▪(계산기를 사용하
여) 들이의 덧셈과
뺄셈을 해 볼까요

▪장소
간추린
이기
◾장소
내용을

변화에 따라
내용 찾아 붙
변화에 따라
간추려 쓰기

▪기적의 수학

▪기적의 수학
▪기적의 계산법

석현초 통합교육지원2실 등교 수업 주간활동계획
출석
확인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출석 확인: 통합교육지원실 등교 수업 미참여 시 통합학급(원반) 원격 수업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11월 22일 (월)

11월 23일 (화)

11월 24일 (수)

11월 25일 (목)

11월 26일 (금)

4학년 국어

4학년국어

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독서감상문을 쓰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
열하기

▪<어머니의 이슬털
이>를 읽고 주요 내
용 간추리기

▪<어머니의 이슬털
이>를 읽고 주요 장
면에서 느낀점 말하
기

▪<투발루에게 수영
을 가르칠걸 그랬
어>를 읽고 제시된
장면에 알맞은 내용
찾기

▪겨울과 관련된 여
러 가지 단어 말하고
겨울용품 (손수건과
핫팩) 만들기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시각단서를 활용하
여 소수 한 자리 수
덧셈하기(1)

▪시각단서를 활용하
여 소수 한 자리 수
덧셈하기(2)

▪시각단서를 활용하
여 소수 두 자리 수
덧셈하기(1)

▪시각단서를 활용하
여 소수 두 자리 수
덧셈하기(2)

▪시각단서를 활용하
여 소수 한 자리 수
뺄셈하기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글자와 다르게 소
리 나는 낱말 바르게
읽고 쓰기

▪받침이 없는 글자
바르게 읽고 쓰기(부
교재)

▪<내 동생>을 읽고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낱말 찾아 쓰기

▪내가 좋아하는 동
물이나 음식을 소개
하는 문장 완성하기

▪겨울과 관련된 여
러 가지 단어 말하고
겨울용품 (손수건과
핫팩) 만들기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으로 읽기
(1)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으로 읽기
(2)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분’으로 읽기
(3)

▪시계를 이용한 여
러 가지 문제 해결하
기(1)

▪시계를 이용한 여
러 가지 문제 해결하
기(2)

통 합 교 육 지 원 실

가 정 통 신 문

❏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09:40 ~ 11:00 (2교시) 힐링 체육 ‘함께 달
(達)리(理)고(翶) - 함께 이치에 통달하여 날아보자’를 실시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주간이 시작되어 각 반에서 장애이해 교
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지침에 의해 1~2학년과 특수학급 아동들은 전면 등교합니다. 전면 등교를 원하
지 않는 아동들은 통합학급(원반) 원격 수업에 참여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전교생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반 시간표에 따라 국어, 수학은 통합교육지원
실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학급 수업시간 변경 및 아동 상황 등에
따라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통합교육지원실(특수학급)은 원격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매일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아동은 각 반 원격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통합교육지원1실 내선 번호는 111, 통합교육지원2실 내선 번호는 110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후 2시 이후에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꿈이든카드 업체, 강사, 강사료, 시간, 요일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변경신청
서를 받으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 각 학년 등교 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학
교나 각 반에서 보내주는 주간활동 및 자녀안심알리미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각종 행사
모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발열 외 콧물, 기침, 오한, 인후통, 근육통, 몸살 등 그 외 의심 증상도 철저히 체크하셔
서 유증상 시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