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월중학교 온라인 학습 과제(2학년)

과목 학년 내용

수학 2학년
- 준비학습(첨부파일 참고) : 1. 유리수와 소수, 2. 식의 계산

⇒ 2학년 1, 2단원 개념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공부하여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체육 1,2,3학년

- 유투브 이용 구글폼즈 퀴즈(링크 주소 들어가서 퀴즈 풀기)

1학년 https://forms.gle/faHyv5Q46xd8wQtCA

2학년 https://forms.gle/9vQuT4zWY6nrthfu7

3학년 https://forms.gle/KzDRydPXW6Fh1T6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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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2학년

<역사 일기 쓰기(3/16~3/20일)

1. 각 날짜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해서 쓰기

2. 날짜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포함해서 쓰기

 (일기를 쓰는 날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쓰는 것입니다. 3/16~20일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여 일기에 적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각 날짜에 포함될 역사적 사건은 최대한 다양하게 적어주세요.)

3. 날짜별로 자신의 느낀 점 쓰기

4. 날짜별로 5~10줄 쓰기

* 평가 방법 : 수업시간에 확인(과제를 토대로 0차시 활동지 수업)

<역사 연표 읽어보기>

채울 수 있는 빈칸은 채워보세요~(첨부파일 참고)

한문 1, 2학년 첨부한 학습지 작성하여 제출하기

영어 2학년

Lesson 1. Time to Start Again

① 과제 1 : 클래스카드를 활용하여 1단원 단어 30개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http://www.classcard.net/set/4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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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 학생들은 서보경 선생님의 클래스에 등록하세요. www.classcard.net 또는 클래스카드 

앱으로 회원가입하고 초대코드 73908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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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