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학습안내
수원금호초등학교 3학년
과목

3월 23일(수) ~ 3월 27일(금) 4주차
[EBS 초등 만점왕-국어 3-1]

국어

07강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2) ~ 08강 일이 일어난 까닭(1)
더 나아가기

수학

-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EBS 초등 만점왕-수학 3-1]
07강 나눗셈(2) ~ 08강 나눗셈(3)
[EBS 초등 만점왕-사회 3-1]

사회

07강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2) ~ 08강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3)
더 나아가기

과학

-‘호매실동’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BS 초등 만점왕-과학 3-1]
07강 동물의 한 살이(2) ~ 08강 동물의 한 살이(3)

1. EBS 온라인 강의 듣는 법
① http://www.ebs.co.kr 온라인 사이트 접속
② 화면 상단 메뉴에서 <초등> 선택
③ 화면 상단 메뉴에서 <교과/교재> 선택
④ 학년 선택에서 <3학년>선택
⑤ EBS 초등만점왕 3-1 국어/수학/사회/과학 중에서 과목 선택
가정
통신

⑥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알맞은 해당 차시 강의를 선택하여 학습
※ EBS 초등 만점왕 교재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온라인 학습 방안 및 과제 안내 : 각 반별 알리미앱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3. 3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리코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가정에서 기본적인 리코더 운지를
연습하여 개학 후에 수월한 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주간학습안내
수원금호초등학교 3학년
과목

3월 30일(월) ~ 4월 3일(금) 5주차
[EBS 초등 만점왕-국어 3-1]

국어

09강 일이 일어난 까닭(2) ~ 10강 반갑다 국어사전(1)
더 나아가기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말해봅시다.

[EBS 초등 만점왕-수학 3-1]
수학

09강 나눗셈(3) ~ 10강 곱셈(1)
더 나아가기

- 부모님이 내 주신 (두 자리수)÷(한 자리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EBS 초등 만점왕-사회 3-1]
사회

09강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1) ~ 10강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2)
더 나아가기

과학

- 수원 화성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해 봅시다.

[EBS 초등 만점왕-과학 3-1]
09강 동물의 한살이(4) ~ 10강 동물의 한살이(5)
1. 코로나19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전화 상담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구석 구석 손씻기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기침 발열 환자 조심

가정
통신

-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반드시 알리기

2. 독서교육종합시스템(DLS) 안내
▷ 학교의 독서교육과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
▷ 전자도서(7,315종), 오디오북 등 운영
▷ 독서 퀴즈, 감상문 쓰기 편지 쓰기 동시 쓰기 등의 독후활동 가능
▷ DLS 아이디 문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