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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27/04/20 - 01/05/20 

   
 

 주간 개요 

 이 기호가  있는 강조 표시된 작업은 Seesaw 에서 완료하고 교사에게 업로드해야 하는 해당 활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션 1 세션 2  세션 3 

월
요
일

 

직원 육성의 날 

 

화
요
일

 직원 육성의 날 

 

수
요
일

 

영어 

WALT:  

스토리에 대한 예측 

 

말하고 문자가 만드는 소리를 읽고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그룹의 일부를 가져 가라.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개인 개발 건강 및 체육 

WALT: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목
요
일

 

영어 

WALT:  

우리의 의견 공유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요일의 이름 및 주문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과학 기술 

WALT:  

살아있는 것 식별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금
요
일

 

영어 

WALT:  

문자 설명 

말하고 문자가 만드는 소리를 읽고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요일 순서 및 설명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성공 을 공유 

크리에이티브 아트 

WALT:  

다양한 재료로 탐색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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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활동-  

• 유형 학습 - 이동 : 댄스 매트 입력- https://www.dancemattypingguide.com/dance-mat-typing-level-1/stage-1/ 레벨 1 로 시작하고, 매일 5-10 분 동안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키보드와 장치가 필요합니다, 연결된 키보드와 아이 패드는 괜찮습니다. 

• Mathletics 에 머리와 Mathletics 라이브 에 참여하거나 이번 주 수학 주제에서 활동을 선택합니다. 교사가 작업을 예약한 경우 먼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5-10 분 동안 플레이하고 싶은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ancemattypingguide.com/dance-mat-typing-level-1/st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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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스토리에 대한 예측 

WILF: 할 수 있습니다 

-앞표지를 보는 것으로 책에 대한 예측을 한다 

- 이야기에 대한 내 생각을 공유 

 

스토리 보기‘Pig in the Pond’ 

https://www.youtube.com/watch?v=wsB6t8E_Lao 

1. 책의 앞표지에 있도록 비디오를 일시 중지합니다. 

2.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야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3. 이야기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다른 사람에게 사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진에 대해 

아무것도 쓸 수 있습니까? 

4. 시소 활동 완료: 4 월 29 일 수요일 th  '예측 작업'.  

5. 책을 읽는 YouTube 동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시청하세요. 

 

WALT: 말하고 문자가 만드는 소리를 읽고 

WILF: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단어를 읽을 수있는 혼합 소리 

- 단어의 소리를 듣고 단어를 철자하는 데 사용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숫자 18을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WALT: 그룹의 일부를 빼앗습니다. 

WILF:  할 수 있습니다 

- 그룹의 일부를 빼앗아 얼마나 많은 왼쪽 계산 

- 도면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1. '뺄셈이란 무엇인가'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것은 

오늘 의 SeeSaw 작업에 첨부됩니다. 

2. 주사위 2 개 굴려 합계를 추가합니다. 화이트보드에 많은 

원을 그립니다(예: 8) 주사위 하나를 다시 굴려. 2를 굴린 

경우 2 개의 원을 문질러서 남은 원 수를 

말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8 테이크 아웃 2는 6입니다. 

3. 다른 숫자를 사용하여 이 활동을 반복합니다. 15 또는 20 

원으로 시작하여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소 활동: 4월 29일 수요일 

도면 중 하나와 함께 빼기를 보여주는 교사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개인 개발 건강 

WALT: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KzM
3CZoWqY  
  

• 위의 비디오 보기“Do Unto Otters”  

1. 이 비디오는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자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는 

황금 률에 관한 것입니다. 

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눈다. 

3. 동영상에 친절함이 보여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4. 누군가에게 친절을 보였던 때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시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https://www.youtube.com/watch?v=Y-
cs8F6hryw  

웰빙/마음 챙김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은 휴일에서 돌아온 첫날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소 액티비티: 일일 체크인  

 

https://www.youtube.com/watch?v=wsB6t8E_Lao
https://www.youtube.com/watch?v=AKzM3CZoWqY
https://www.youtube.com/watch?v=AKzM3CZoWqY
https://www.youtube.com/watch?v=Y-cs8F6hryw
https://www.youtube.com/watch?v=Y-cs8F6hr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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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소 메시지로 이동하여 파닉스 유닛 1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합니다. 

보드를 청소하려면 미니 화이트 보드, 화이트 보드 

마커 및 티슈가 필요합니다. 

Headspace - 이 연습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질 때 스트레스가 

많은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시계 Bring it down 

수직 점프의 기본 운동 기술에 위의 

비디오를 보십시오. 

   이 운동 기술을 연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원님의 진행 방식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이를 활동 저널에 기록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RkILioT_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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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내 의견을 공유 

WILF: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설명 

- 이야기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 이유를 설명 

- 문장에 내 생각을 적어 

 

1.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3. 좋아하는 부분의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단어 / 문장을 쓸 

수 있습니까? 

4. 당신은 그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숫자 21 을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WALT:  요일의 이름 및 주문  

WILF: 할 수 있습니다 

- 요일 이름 지정 

- 요일을 주문 

  

시계“The Very Hungry 

Caterpillar” https://www.youtube.com/watch?v=75NQK-Sm1YY  또는 

집에서 캘린더를 사용하고 아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요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1. 당신은 이야기에서 요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2. 첫 번째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3. 요일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4. 일주일에 몇 일? 

5. 우리는 어느 날 학교에 오나요? 

주말을 구성하는 날은? 

과학 기술 

WALT: 살아있는 것 식별 

We are going to be learning 
about living things.   

1.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아는 것,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며,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생명체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나눈다. 

2.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가 공기, 

물, 음식이 필요합니다. 

3. 살아있는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과 

나눈다. 예를 들어, 호흡, 식사, 

음료, 이동, 성장. 

4.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업 책에 있는 

물건을 그리고 도면에 라벨을 

붙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추적하거나 자신의 글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시소 액티비티: 일일 체크인  

스토리 타임 

https://www.youtube.com/watch?v=75NQK-Sm1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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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활동 완료: 4 월 30 일 목요일 th  '가장 

좋아하는 파트 태스크'’.  

 

라이브러리 

• 시소로 가서 구경하세요 Mrs Ranaweera’s 

당신의 메시지에 비디오 수업.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C 는'나는 

느낌이있다'이야기를 듣고 링크에 핥아. Podcast. 당신은 '현재'에있을 수 있으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마음 챙김 반사: 

슬픔, 행복, 두려움, 분노, 흥분 등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때로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수직 점프의 기본 이동 기술을 

수행하는 연습.  이를 활동 저널에 

기록합니다. 

 

  

https://podtail.com/it/podcast/the-cramazingly-incredifun-sugarcrash-kids-podcast/s3e6-i-have-a-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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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문자 설명 

WILF: 할 수 있습니다 

- 형용사를 사용하여 농장 동물을묘사  

- 동물의 그림을그립니다. 

 

1. 이야기에서 좋아하는 농장 동물을 선택 

2. 형용사 (단어 설명)를 사용하여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예: 어떤 색인가요? 얼마나 

큰가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3. 농장 동물의 그림을 그립니다. 

4. 당신은 당신의 동물에 대해 뭔가를 작성하거나 

그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 시소 활동 완료: 5 월 1 일 금요일 '캐릭터 작업 

설명'.  

WALT: 말하고 문자가 만드는 소리를 읽고 

WILF: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단어를 읽을 수있는 혼합 소리 

- 단어의 소리를 듣고 단어를 철자하는 데 사용 

수학 

WALT: 숫자 읽기 및 인식 

숫자 24를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WALT: 요일 순서 및 설명 

WILF:  

- 어제, 오늘, 내일을 나타내는 날의 이름 

  

시소  활동 완료: 

5월 1일 금요일 '시간'  

  

아래 질문에 답하는 음성 녹음을 교사에게 보냅니다. 

1.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2.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요? 

어제는 어땠나요? 

크리에이티브 아트 

WALT: 다양한 재료로 탐색 

비주얼 아트 - ANZAC 의 날 

1. 다음 비디오를 시청하고 Anzac 

Day 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토론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
7PRzZ_Z8xU  

1. Anzac Day 는 우리 나라, 호주 및 

뉴질랜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 안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양귀비를 그리는 재미를. 

  

     
 

신체 활동 

WALT: 몸매와 활동성 

1. 수직 점프의 기본 이동 기술을 

수행하는 연습.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느꼈는가? 교사에게 

게시물을 반영합니다. 

1. 일주일 내내 행복했거나 몇 가지 기복이 있었습니까? 

2.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시나요? 

3. 여러분은 자신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4. 다음에 다시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체크인하기😊 😊 😊   

금요일 아래 시소에 1 5 월 체크 인 당신의 주에 대한 교사와 

뭔가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든 그림, 

https://www.youtube.com/watch?v=_7PRzZ_Z8xU
https://www.youtube.com/watch?v=_7PRzZ_Z8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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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소 메시지로 이동하여 파닉스 유닛 1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해야 합니다. 

보드를 청소하려면 미니 화이트 보드, 화이트 

보드 마커 및 티슈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연주 재미있는 게임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녹화하는 비디오 로 이동하거나 공유하려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저널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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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tivity Journal  

 

We should all be physically active for at least 30 minutes each day. Use this to record your activit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