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월중학교 온라인 학습 과제(1학년)

과목 학년 내용

수학 1학년

- 지난학년복습문제 풀기

- 준비학습(첨부파일 참고) : Ⅰ_1_소인수분해, Ⅰ_2_정수와 유리수

- ebs MATH 중학교1학년 '왜 수학을 공부하는가' 시청하기

(보는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체육 1,2,3학년
- 유투브 이용 구글폼즈 퀴즈(링크 주소 들어가서 퀴즈 풀기)

1학년 https://forms.gle/faHyv5Q46xd8wQtCA

미술 1,2학년

<우리가 바라보는 색상 (3월 16일~ 3월 20일)>

1. 다음 영상을 보고 색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ex 빨간색은 어떤 느낌

을 주고, 파란색을 어떤 느낌을 주나요?)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i3YcnYf2Vms

2. 자신이라면 어떤 방을 선택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3. 다음 활동지 1을 보고 자신의 색을 적어보고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 평가 방법 : 수업시간에 확인 

* 제출기한 : 개학 후 첫번 째 미술시간

사회 1, 3학년

포털사이트(다음에서 메르스와 코로나바이러스로 검색)의 기사를 읽으며 아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웹주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24XX73300003)

1) 매년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사스와 메르스의 공통점

3)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문 1, 2학년 첨부한 학습지 작성하여 제출하기

음악 1학년

1. 유튜브로 “Kyrie (키리에)”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3n8XdKkrqgo

2. 유튜브로 “비빌디 - 사계 합주 협주곡 중 봄 제1악장”을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dnlEckSPs1Y

3. 유튜브로 “바흐 – 토카타와 푸가”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oOmcs7FG8OA

4. 유튜브로 “헨델 –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YtEviDTyhR8

5. 유튜브로 “하이든 – 놀람교향곡 중 제2악장”을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GCm4SNc0trU

6. 유튜브로 “모차르트 – 세레나데 13번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oh1IrqxzCZ0

7. 유튜브로 “베토벤 – 엘리제를 위하여”를 감상하고 소감문을 쓰시오.

- 음악 : https://youtu.be/RN_8mBtynCg

* 평가 방법 : 수업시간에 확인 (서양음악 감상 수업)

** 모든 음악 출처 : 유튜브

영어 1학년

Lesson 1. This Is Me

① 과제 1: 클래스카드를 활용하여 1단원 단어 31개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http://www.classcard.net/set/137409

* 단어를 '암기-리콜-스펠' 순서로 학습, 단어 학습 완료 후 '매칭게임'과 '테스트' 실시 

* 1반~2반 학생들은 서보경 선생님의 클래스에 등록하세요. www.classcard.net 또는 클래스카드 

앱으로 회원가입하고 초대코드 185487를 입력하세요.

* 3반~4반 학생들은 김윤우 선생님의 클래스에 등록하세요. www.classcard.net 또는 클래스카드 

앱으로 회원가입하고 초대코드 823311를 입력하세요.

② 과제 2: 1단원 본문 읽고 활동지 완성하기 (우리말 해석 및 영어 쓰기 )

* 본인의 공책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 오는 것을 과제로 인정함.

* 본문 음악 파일을 함께 제공하니 영어를 듣고 과제할 것을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