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khill Drive Public School – Home Learning 

Stage 1 (Year 1) Term 2 - Week 1 27/04/20 – 01/05/20 

 주간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월
요
일

 

 

 

학생 무료 의 날 
 

화
요
일

  

 

학생 무료 의 날 
 

수
요
일

 

영어 

WALT:  

알 수 없는 단어 주문 

 

작성자 목적 파악 

 

즐겁게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수학 

WALT: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 표현 

 

2, 5, 10의 S 킵 카운트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페소날 개발 건강 

WALT: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신체 활동 

WALT: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목
요
일

 

영어 

WALT:  

예측 하기 

 

번호 매기기 형용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 

 

수학 

WALT:  

D에스크리브와 읽기 시 반 

과거의 시간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인간 사회와 환경 

WALT: 

ANZAC 의 날의 의미 

이해 

 

신체 활동 

WALT: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금
요
일

 

영어 

WALT:  

텍스트 요약 

 

형용사 사용 설명 

수학 

WALT:  

D에스크리브와 읽기 시 반 

과거의 시간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 

WALT: 

C는다른 작품을 

리에이트 

 

신체 활동 

WALT: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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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알 수 없는 단어 주문 

 

다른 사람이 1주차 맞춤법 단어를 

테스트하도록 하세요. 맞춤법이 잘못 입력된 

처음 10개의 단어는 맞춤법 단어가 됩니다. 

 

다른 색상으로 올바르게 작성합니다. 

 

WALT: 작성자 목적 파악 

 

SEESAW ACTIVITY:  

Author’s purpose 
 

WALT: 즐겁게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휴일 동안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왜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게임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누가이 재치를 연주 했습니까? 

종이 나 손바닥 카드에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연습할 연설을 계속하십시오. 

 
 

수학 

WALT: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 표현 

 

SEESAW ACTIVITY: 

Number of the Day 

 

WALT: 2, 5, 10의 카운트 를 건너 뛰기 

 

SEESAW ACTIVITY: Counting in 2’s, 5’s & 10’s  
 
 

카운터 / 레고 / 작은 장난감 더미를 바닥에 그룹에 넣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 추정합니다. 2, 5, 10에서 그들을 계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개인, 개발, 건강(PDH) 

WALT: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저녁 식사 전에 테이블을 놓거나 저녁 

식사 후 씻어 엄마 또는 아빠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엄마와 아빠는 매우 

행복 할 것이다! 

 

웰빙/ 마음 챙김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연습하십시오. 

 

오늘 은 휴일에서 돌아온 첫날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SEESAW ACTIVITY: Daily Check in  

 

Headspace - 이 연습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질 때 스트레스가 

많은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시계 Bring it down 

 

신체 활동 

WALT: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좋아하는 노래에 춤을 만들어! 작업이 

끝나면 집에 있는 사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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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예측 하기 

 

SEESAW ACTIVITY:  

Prediction Possum Magic1  
 

SEESAW ACTIVITY:  

Prediction Possum Magic 2  

 
 

WALT: 번호 매기기 형용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 

 

SEESAW ACTIVITY: 

Numbering Adjectives  

 
 

수학 

WALT: 지난 시간 의 절반 을 설명하고 읽기 

 

SEESAW: Time 1  

 

기억! 

반 과거 - 아날로그 : 분침은 6에 있습니다. 시간 침은 이전과 다음 

시간 사이의 절반 입니다. 디지털:   시간  :  30  (시간의 절반이 너무 

시간 30 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와 환경  

WALT: ANZAC 의 날의 의미 이해 

 

Seesaw Activity:  

ANZAC Day 

웰빙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연습하십시오. 

 

SEESAW ACTIVITY: Daily Check in  

 

그것을 이동-  몸을 이동하는 것은 당신의 신체 웰빙에 좋은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로 

이동합니다.Just dance- Happy 

 

마음 챙김 반사: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 (이동) 웰빙을 돌보고있다. 음악으로 이동한 

후 몸이 다르게 느껴지? 

 

신체 활동 

WALT: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주사위를 굴려 많은 활동을하십시오. 

스타 점프 

발가락을 터치 

한 발로 도약 

하늘에 도달 

함께 발로 점프 

당신은 다른 활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집에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4_o_43_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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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Year 1) Term 2 - Week 1 27/04/20 – 01/05/20 

금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WALT: 텍스트 요약 

 

SEESAW ACTIVITY:  

Retell Possum Magic  

이 문장 스타터를 사용해야합니다 ... 

 

처음에는... 

중간에 ... 

결국... 

 
 
 
 

WALT: 형용사 사용 설명 

 

형용사를 사용하여 주인공 'Hush'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그의 외모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성격 (그가 좋아하는 것)을 

설명해야합니다. 그의 몸, 꼬리, 눈, 입과 

눈을 설명합니다. 

 

예제: 

허쉬는 호기심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그는 

긴 곱슬 꼬리와 큰 둥근 눈을 가지고있다. 

 

글을 쓰고 시소 일지에 업로드합니다. 

 

수학: 

WALT: 지난 시간 의 절반 을 설명하고 읽기 

 

SEESAW: Time 2  

 

 

 

크리에이티브 아트 

  

ANZAC의 날은 4월25일(2일  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ANZAC의 날에 우리는 옷에 

빨간 양귀비를 입고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SEESAW Activity: Poppy Art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연습하십시오. 

 

SEESAW ACTIVITY: Daily Check In 

 

스토리 타임 -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있는 

편안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사용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나는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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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GoNoodle – Pizza Man 
 
https://www.youtube.com/watch?v=4rm0L
YLz1Wg 
 

GoNoodle – Peanut Butter 
 
https://www.youtube.com/watch?v=wPCG
fa44bF0 
 

 
 

https://podtail.com/it/podcast/the-cramazingly-incredifun-sugarcrash-kids-podcast/s3e6-i-have-a-feeling/
https://www.youtube.com/watch?v=4rm0LYLz1Wg
https://www.youtube.com/watch?v=4rm0LYLz1Wg
https://www.youtube.com/watch?v=wPCGfa44bF0
https://www.youtube.com/watch?v=wPCGfa44b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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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 Term 2 Weeks 1 & 2 - LOOK, SAY, COVER, WRITE (neatly), CHEC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1 woke     
2 home     
3 bone      
4 note     
5 rose     
6 cone     
7 vote     
8 June     
9 seven     
10 eight     
11 use     
12 cube     
13 tube     
14 cute     



  

Oakhill Drive Public School – Home Learning 

Stage 1 (Year 1) Term 2 - Week 1 27/04/20 – 01/05/20 

15 rising     
16 night     
17 animal     
18 change     
19 scissors     
20 different     
21 zone     
22 bony     
23 used     
24 waking     
25 noting     
26 pineapple     
27 cutest     
28 carefully     
29 hundred     
30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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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Year 1) Term 2 - Week 1 27/04/20 – 01/05/20 

 

Year 1 EXTENSION - Term 2 Weeks 1 & 2 - LOOK, SAY, COVER, WRITE (neatly), CHECK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31 deciding      

32 vegetable     

33 unlucky     

34 disappearance     

35 precaution     

36 happiest     

37 gnome     

38 wrappers     

39 teenager     

40 antidote     

41 sensational     

42 stationery     

43 historical     

44 geography     

45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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