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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월)
1학년 국어

4월 27일(화)
1학년 국어

4월 28일(수)
1학년 국어

4월 29일(목)
1학년 국어

4월 30일(금)
1⋅3학년국어

▪글자표에서 같은
글자 찾아 따라 쓰
기

▪모음자 따라 읽고
그림낱말카드 완성하
기

▪<이가 아파서 치
과에 가요> 알맞은
발음으로 따라 읽기

▪<이가 아파서 치
과에 가요>에 나오
는 동물그림낱말카드
완성하기

▪기적의 한글학습
▪상상쑥쑥 종이접기

1학년 수학

1학년 수학

1학년 수학

1학년 수학

1⋅3학년수학

▪그림을 보고 이야
기 해 볼까요 수학

▪그림을 보고 이야
기 해 볼까요 수학
익힘

▪덧쓰기를 통해 더
하기를 나타내어 볼
까요 수학

▪덧쓰기를 통해 더
하기를 나타내어 볼
까요 수학 익힘

▪기적의 수학
▪상상쑥쑥 종이접기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3학년 국어

▪메모가 필요한 상
황 알아보고 메모에
서 빠진 부분 알아
보기

▪<복을 물어다 주
는 제비> 듣고 메모
따라 읽고 중심 내
용 간추려 보기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에서 중심 내
용 간추리고
좋아
하는 동물 꾸미기

▪짧은 글을 따라
읽고 글과 관련된
것 연결하기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
기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3학년 수학

▪5개로 똑같이 나
누어 볼까요
▪똑같이 나누어 볼
까요(2)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1)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2)

▪계산기로 나눗셈의
몫을 구해 볼까요(1)
▪나눗셈의 몫을 곱
셈식으로 구해볼까요
수학 익힘

▪1&2교시 학부모
대상 힐링 원예
‘나에게 주는 위로와
선물’ <꽃바구니 만
들기>

▪3&4교시 학생 대
상 힐링 원예 ‘행복
을 만드는 나무’ <스
칸디아 모스 액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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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 (월)

4월 27일 (화)

4월 28일 (수)

4월 29일 (목)

4월 30일 (금)

4학년 국어

4학년국어

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2⋅4학년 국어

▪<돈의 재료>를 읽
고 주요 내용 알아보
고 화폐 꾸미기

▪<정우와 석원이의
대화>를 읽고 사실
과 의견 찾기

▪사실과 의견 말판
놀이 하기

▪<지리산 반달 가
슴곰, 세 쌍둥이 출
산>을 읽고 의견 찾
기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4학년 수학

▪계산기
이용하여
각도의 합 구하기(1)

▪계산기
이용하여
각도의 합 구하기(2)

▪삼각형에서 직각,
예각, 둔각 찾기

▪각도 어림하기

▪‘ㄴ’이 포함된 받침 없
는 단어 바르게 읽고 쓰
기(2학년)-부교재
▪이중모음이 포함된
단어 바르게 읽고 쓰
기(4학년)-부교재

2⋅4학년 수학
▪덧셈과
(부교재)

뺄셈하기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2학년 국어

▪1&2교시 학부모

▪시장에서 본 과일
과 채소 이름 바르게
읽고 쓰기

▪동물원에 있는 동
물 이름 바르게 읽고
쓰기

▪놀이터에 있는 놀
이기구 이름 바르게
읽고 쓰기

▪놀이터에 있는 놀
이기구 이름 바르게
읽고 쓰기

‘나에게 주는 위로와
선물’ <꽃바구니 만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4교시 학생 대

▪여러 가지 모양 구
별하기

▪ 그림을 이용하여
덧셈하기(1)

▪ 그림을 이용하여
덧셈하기(2)

▪그림을
이용하여
덧셈하기(2)

상 힐링 원예 ‘행복
을 만드는 나무’ <스
칸디아 모스 액자 만
들기>

대상 힐링 원예

들기>

통 합 교 육 지 원 실

가 정 통 신 문

❏ 정부 지침에 의해 4월 16일 금요일 통합교육지원2실 선생님과 4월23일 금요일 통합교
육지원1실 선생님이 AZ 백신 접종을 합니다. 해당일에는 출근하시는 특수선생님이 통합
으로 수업을 진행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4월 30일 금요일 찾아오는 가족지원프로그램 “나에게 주는 위로와 선물‘ 힐링원예 <꽃
바구니 만들기>를 09:00~10:00 통합교육지원1실 학부모님, 10:00~11:00 통합교육지원
2실 학부모님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확산 여부에 의해 일정 변경
가능)
❏ 4월 30일 금요일 찾아오는 체험학습 힐링원예 ’행복을 만드는 나무‘ <스칸디아 모스
액자 만들기>를 11:00~11:40 통합교육지원1실 학생, 11:40~12:20 통합교육지원2실 학
생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확산 여부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1, 2학년 수요일 4교시이며 월, 화, 목, 금은 5교시입니다.
❏ 3월 15일부터 화요일 4학년 4교시 등교 확대, 금요일 3학년 4교시 등교 확대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4교시 마치는 시간은 12시입니다.
❏ 통합학급(원반) 등교 수업이 없는 경우 1, 2교시 통합교육지원실에서 수업 후 하교하여
가정에서 각 반 원격수업에 참여합니다.
❏ 꿈이든카드 업체, 강사, 강사료, 시간, 요일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변경신청
서를 받으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각 반 시간표에 따라 국어, 수학은 통합교육지원실에서 수업을 실시하오나 통합학급 수
업시간 변경 및 아동 상황 등에 따라 시간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통합교육지원1실 내선 번호는 111, 통합교육지원2실 내선 번호는 110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후 2시 이후에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교육지원실(특수학급)은 원격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매일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아동은 아동별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고 각 반 원격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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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학교 등교 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