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khill Drive Public School – Home Learning 

Stage 3 – Year 5 – Term 2 

Week 1 27/04/20 – 01/05/20 

 주간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월
요
일

   

직원 육성의 날 

화
요
일

 

 

직원 육성의 날 

수
요
일

 

영어 

WALT: 설명적인 글의 한 조각을 작성합니다. 

 

 

수학 

WALT: 계수 및 정수의 배수 

결정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인간 사회와 그 부러 

WALT: 아시아의 

다양성을 조사 

 

신체 활동 

WALT: 건강하고 건강한 

유지 

 

목
요
일

 

영어 

WALT: 설득력 있는 텍스트 작성 

 

도서관 레슨 

WALT: 독서에서 선택한 이유를 파악 

 

수학 

WALT: 확인 HCF (가장 높은 

공통 계수) 및 LCM (가장 낮은 

공통 배수) 숫자 s 의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크리에이티브 아트 

WALT: 관객을 위한 

아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재료 조립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 활동 

WALT: 건강하고 건강한 

유지 

 

금
요
일

 영어 

WALT: 설명서 작성의 한 부분을 옴술 

 
 

수학 

WALT: 남은 숫자와 함께 또는 

없는 숫자 나누기 

 

Mindfulness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신체 활동 

WALT: 볼 컨트롤 기술 개발 

매주 친절 챌린지를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참고 : 매일 그리드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활동은 교사가 구글 교실을 통해 그들에게이 학습을 제출하고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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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27/04/20 – 01/05/20 

수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  우리의 초점은이 용어입니다 MATILDA 

의해 Roald Dahl 

WALT: 연결하기 

읽기 또는 유튜브에 제 1 장을 듣고 (또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www.youtube.com/embed/Si_luFKwNjo  

1 장을 듣고 읽는 동안 – 장의 모든 문자와연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텍스트' 연결입니다. 연결 내보내. 

WALT: 읽은 텍스트에 응답 

듣기 또는 제 읽기 2 + 3 의 Matilda - 

https://www.youtube.com/embed/wovfga2Bu6o 
 

WALT: 읽은 텍스트에 응답 

이해 질문 : 

1. 지금까지 이야기의 설정을 설명합니다. 

2. 마틸다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가? 

3. 마틸다의 아버지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의 

마일리지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4. 마틸다는 아버지에게 어떤 속임수를 했나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이 속임수를 연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 시각화 방법에 대한 그림 그리기 Mr Wormwood?  

 WALT: 좋은 설명 쓰기를 만드는 것을 정의 

설명 작성을 위한 성공 기준: 

-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맛, 그리고 느낄 것을 

설명하는 많은 생생한 감각 세부 사항. 

수학 – 곱셈 

WALT: 정수의 요인 및 배수 결정 

워밍업: 검색 '오늘의 수 – 5 자리' 

곱셈 활동: 

집에서 일부 개체 (예 : 버튼, 파스타, 일치 스틱 등)를 

사용하여 배열을 작성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24 를  형성하십시오. 아래 링크를 열어 요인 및 배수에 

대한 이해를 새로 고칩니다. 

https://www.mathsisfun.com/numbers/factors-
multiples.html 

24 의 모든 요소를 나열하십시오 (배열을 사용하여 

도움이됩니다!). 

아래 표를 책/문서에  복사하여 완료하십시오. 

Number Factors Multiples 

6 1,6,2,3 12,18,….. 

10   

13   

12   

21   

9   

소수에는 2 가지 요소만 있으며 그 자체는 1 입니다. 

예. 2 는 1 과 2 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으므로 소수입니다. 

처음 7 개의 소수 목록을 만듭니다. 

 
 

웰빙 

구글 교실에서 일일 웰빙 체크인 완료 

인간 사회와 환경. - 지리 

WALT: 아시아의 다양성을 조사 

목적: 이 수업은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예에 노출하여 아시아에 대한  단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를 다시 방문하십시오. 

아시아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http://www.aeta.org.au/asia-and-australias-

engagement-with-asia.html  

 

아시아 의 다른 부분에 걸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직업에 관해서 몇 가지 독립적 인 연구를 수행 : 

1. 방콕 마케터 

2. 히말라야 셰르파스 

3. 인도네시아의 유황 광부 

*연구를 지원하려면 Google 교실에 

게시된 동영상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직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후 활동 시트를 

완성하십시오:'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일상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  (아래 포함) 

 

신체 활동 

WALT: 건강하고 건강한 유지 

https://www.youtube.com/embed/Si_luFKwNjo
https://www.mathsisfun.com/numbers/factors-multiples.html
https://www.mathsisfun.com/numbers/factors-multiples.html
http://www.aeta.org.au/asia-and-australias-engagement-with-asia.html
http://www.aeta.org.au/asia-and-australias-engagement-with-as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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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 미소, 은유 와 같은 비유언어는  a  독자의 마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특정 형용사, 명사와 당신이 독자의 마음에 그림그림에 

생명을 주는 강력한 액션 동사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영감을 얻으세요. 

https://www.roalddahl.com/roald-dahl/characters/children 
 

WALT: 설명적인 글의 한 조각을 작성합니다. 

설명 쓰기의 몇 가지 특성을 보여 주는 마틸다 또는 

브루스 보그트로터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W 의식  

2  -  6  단락. 

옵티오날확장: 문자와 그들이 가진 관계를 모두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두 단락을 바치고그들의 

관계에 5 번째를  바칩니다.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웰빙 - 이동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신체적 웰빙에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로 이동합니다. 

Just dance- Happy 

마음 챙김 반사: 

당신은 당신의 신체적 웰빙을 돌보고있다. 음악으로 

이동한 후 몸이 다르게 느껴지? 

당신이 할 수있는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체 활동의 

적어도 30 분을 얻을. 신체 활동 저널(아래)에 이 것을 

기록합니다. 

*금요일 체육 수업에 앞서 읽고 거기에서 몇 가지 

기술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 WALT: spell 익숙하지 않은 단어 

Rules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를 'e'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에 추가할 때 접미사를 추가하기 

전에 'e'가 삭제됩니다. (예:. snooze - snoozing) 

2. 'le'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에 'ly'를 추가할 때 

'e'를 'y'로 변경합니다. (예:. suitable – suitably) 

3. 자음 후에 'y'로 끝나는 복수의 단어를 만들려면 

'y'를 'i'로 변경하고 'es'를 추가합니다. (예:. baby – 

babies) 

규칙을 작성하고 각각의 적어도  3 예를 제공합니다. 
 

  

https://www.roalddahl.com/roald-dahl/characters/children
https://www.youtube.com/watch?v=G74_o_43_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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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개요 

세션 1 세션 2 세션 3 

영어 

WALT: 설득력 있는 텍스트 작성 

미스터 웜우드는 s  고객에게 자신의 차를 판매하는 

속임수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설득력있는 광고를 만들어씨 고민의 행동을방어. 

(광고에서 높은 양식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그리거나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자동차의 '최고' 부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레, 감정언어, 강조 

등과 같은 설득력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웜우드 씨는 "아무도 정직하게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진술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도  100 단어로 적는다. 

"아무도 정직하지 부자가없어" 

 

라이브러리 레슨(선택 사항) 

WALT: 독서에서 선택한 이유 파악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읽으십시오. 

•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 주인공의 요약을 작성하고 자신의 강점을 식별 

(학교에서 웰빙 수업을 기억) 

• 스토리가 발생하는 위치(설정)를 설명합니다. 

• 책을 읽은 후 Google 도서관 교실에서 1 주차 

활동을 완료합니다. 

수학 – 곱셈 

WALT: HCF(가장 높은 공통 계수) 및 LCM(가장 낮은 공통 

다중)을 결정합니다. 

워밍업: 검색 '오늘의 수 – 5 자리' 

요인 트리: 

요인 트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사용합니다. 

https://www.mathsisfun.com/numbers/factors-all-tool.html 

숫자 12 및 18 에 대한 요소 트리 만들기 

둘 다 공유하는 가장 높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를'가장 높은 공통 인자'또는 'HCF'라고 합니다. 

다음 쌍에 대한 HCF 를 작성합니다. 

3 및 8 / 10 및 14 / 30 및 40 

3 과 5 의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6,9,12,15,18,21 .. 15 

5,10,1515,20...  '가장낮은 공통 배수' 또는 'LCM'은  

15 입니다. 

다음 쌍에 대한 LPM 을 작성합니다. 

3 및 4 / 5 및 12 / 4 및 7 

이제 고유한 5 쌍의 숫자를 선택하고 각 쌍에 대해 HCC 와 

LPM 을 작성합니다. 

 
 
Mindfulness 

구글 교실에서 일일 웰빙 체크인 완료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크리에이티브 아트 – 비주얼 아트 

WALT: 세상의 사물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주제를 조사합니다. 

 

ANZAC 의 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시고 자합니다. 

ANZAC 의 날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ANZAC 의 날은 호주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ANZAC 의 날은 호주 의 장병이나 서비스 여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ANZAC Day 아트 활동을 완료하려면 단계별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https://www.mathsisfun.com/numbers/factors-all-to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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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WALT: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시계:https://www.youtube.com/watch?v=a8vbY2DqhlQ 

Google 스프레드시트(또는 다른 스프레드시트 형식)를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데이터(아래에 

첨부)를 e 기록합니다. 
 

각 행(교사)과 각 열(색상)에 대한 합계를 추가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다양한 

도구 단추를 사용하여 실험해 보세요. 작업을 저장하는 

것을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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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간에 모든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신체 활동 

WALT: 건강하고 건강한 유지 

당신이 할 수있는 경우 밖으로 나가서 신체 활동의 

적어도 30 분을 얻을. 신체 활동 저널(아래)에 이 것을 

기록합니다. 

*금요일 체육 수업에 앞서 읽고 거기에서 몇 가지 

기술을 연습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8vbY2Dq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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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적인 글의 한 조각을 작성합니다. 

마틸다 의 제 4 장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

https://www.youtube.com/embed/70wOqPeJ-TY 
 

설명이 있는 글을 계획한다. 당신은 제 4 장에서 

앵무새의 관점에서 설명을 계획하려고합니다. 이 

설명을 쓰면서, 당신은 당신이 앵무새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계획을 만들 때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앵무새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맡고, 맛을 

보았는가?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글을 계획한다. 

왜 모든 것이 검은색인가요? 

그 불타는 냄새가 뭐죠? 

왜 그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는가? 

왜 깃털에 검은 먼지가 걸리나요? 

내 입에 그 이상한 백악백 감각은 무엇입니까? 

설명 작성: 

이제 5 감각을 사용하여 앵무새의 관점을 고려했으니 

전체 단락에 완전한 설명을 작성하십시오. 한 가지 

감각에 각 단락을 집중, 즉. 단락 1 앵무새가 볼 수있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5 개 이상의 단락이 

있어야 합니다. 

설명과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WALT: 읽은 텍스트에 응답 

수학 - 부문 

WALT: 남은 숫자와 함께 또는 없는 숫자 나누기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집안의 누군가에게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에게 말하고, 여러분이 분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종이에 보여 준다. 

1. 카드의 갑판을 얻고 J, Q, K, A 를 꺼내만 번호가 매겨진 

카드를 사용합니다. 

1. 덱에서 3 배의 카드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가장 큰 

3 자리 숫자를 만드세요. 

1. 이 2, 4, 6, 8, 10 에 의해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숫자를 테스트?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여 운동을 

보여 줘야 합니다. 

1. 다른 3 x 카드를 선택하고 가능한 가장 큰 숫자를 

확인하고 3, 6 및 9 로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숫자를 테스트합니다. 

1. 이제 원래 3 x 카드를 뒤집어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고 

2, 3, 4, 6, 8, 9, 10 에 대한 숫자의 가시성을 

테스트합니다.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여 운동을 보여 

줘야 합니다. 

성인 또는 언니 / 형제와 함께 운동을 확인하고 확인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남은 숫자가 있었습니까? 

• 부모님께 그 질문이 왜 그 대답에 남은 것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체육(PE) 

WALT: 볼 컨트롤 기술 개발 

포커스: 드리블 – 볼 기술 

필요한 장비: 축구 공, 또는 당신이 하나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아무것도. 

 

학습 하는 내용: 

- 드리블과 밀착 제어 개선. 

- 볼의 친숙함과 터치를 향상시입니다. 

 

한 그림과 비슷한 사각형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장의 각 구석에서; 

- 구석에서 중앙과 뒤로 축구 공을 드리블, 

- 그런 다음 다른 모서리로 이동하고 네 모서리를 

모두 덮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 앞뒤로 드리블 할 때 가능한 한 당신에게 가까운 

공을 유지하려고합니다.  

웰빙 

https://www.youtube.com/embed/70wOqPeJ-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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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또는 마틸다의 Chapters  5  및 6 읽기-  

https://www.youtube.com/embed/0Lx1XWXlfwI 
https://www.youtube.com/embed/SfTtiEAYnUE  
 

디지털 기술- WALT: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만듭니다. 

시계: https://www.youtube.com/watch?v=pxIDuag7Np8  

 

어제의 Google 시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택한 차트 / 

그래프를 만드십시오. 작업을 저장합니다. 

구글 교실에서 일일 체크인 완료 

WALT: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웰빙- 체크인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느꼈는가? 

교사에게 게시물을 반영합니다. 

• 일주일 내내 행복했거나 몇 가지 기복이 

있었습니까? 

•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시나요? 

• 여러분은 자신을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다음에 다시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 드리블 할 때 두 발을 시도하고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을 가까이 유지하려고 할 때 편안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embed/0Lx1XWXlfwI
https://www.youtube.com/embed/SfTtiEAYnUE
https://www.youtube.com/watch?v=pxIDuag7N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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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The Kindness 

Challenge! 
 

It is important we continue 

to recognise, celebrate 

and spread kindness 

during these new and 

uncertain times. 

 

The Kindness Challenge is 

intended to be 

completed on a daily 

basis, but we will share it 

with you on a weekly 

basis instead, to give you 

more time to complete 

the challenge! 

 

See if your whole family 

can complete the 

challenge! 

 

Good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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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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Mathematics Challenge Tasks 

[Optional Extra] [Optional Extra] Wednesday Thursday Friday 
Challenge Activity: 
Find all the groups of two or 
three numbers, side by side, 
across or down, which can be 
added together to total 100 
(located in the number grid 
below)  
Then colour these groups, using 
a different colour for each 
group. 

Challenge Activity: 
Complete the Subtraction Mat 
activity again using the same 
instructions but this time use 
the decimal point after the first 
3 cards. 
 
Make sure you do it several 
times and play against 
someone at home. 

Challenge Activity: 
Watch the slides below: 
http://www.emaths.co.uk/im
ages/tutorials/MultiplesFactor
sPrimes/Multiples/Presentatio
n_Files/index.html 
 
Using factor trees, 
write these numbers as a 
product of their prime factors: 
36, 10, 24,  

Challenge Activity: 
Roll 2 dice. Add the numbers. 
Write the factors and multiples 
of each sum. Do this 5 times. 
 

Roll 2 dice, this time use first 
number as tens and second 
number as ones digit. 
 

Create factor trees to show 
these numbers as a product of 
their prime factors. (3 times) 

Challenge Activity: 
Go to the following website 
https://www.multiplication.co
m/games/division-games  
 
Explore some of the division 
activities and test your 
knowledge of division. 

 

 

 

http://www.emaths.co.uk/images/tutorials/MultiplesFactorsPrimes/Multiples/Presentation_Files/index.html
http://www.emaths.co.uk/images/tutorials/MultiplesFactorsPrimes/Multiples/Presentation_Files/index.html
http://www.emaths.co.uk/images/tutorials/MultiplesFactorsPrimes/Multiples/Presentation_Files/index.html
http://www.emaths.co.uk/images/tutorials/MultiplesFactorsPrimes/Multiples/Presentation_Files/index.html
https://www.multiplication.com/games/division-games
https://www.multiplication.com/games/division-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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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Resources - Spelling 

  
Unit 6: Spelling (fortnightly cycle)  

  
Extension Words  

  

LIST WORDS  
Unit 6  

1.  mushroom  
2.  monsoon  
3.  cartoon  
4.  tablespoon  
5.  snooze  
6.  curfew  
7.  corkscrew  
8.  withdrew  
9.  screwdriver  
10.  coupon  
11.  wound  
12.  youth  
13.  group  
14.  mousse  
15.  chop suey  
16.  gruesome  
17.  cruise  
18.  suitable  
19.  recruit  
20.  pursuit  
21.  sixty  
22.  Africa   

Revision Words  
achieve  
chef  
ache  
character  
chemist  
choir  
orchid  
coach  
Madrid  
Cardiff  
  
THEME WORDS  
memorial  
Moreton Bay Fig  
cenotaph  
carillon  
contribution  
rhythm  
personification  
repetition  
structure  
stanzas  
  

Extension Words  
admittance  
brilliant  
convenience  
deceive  
entrepreneur  
grievances  
hygiene  
lieutenant  
miscellaneous  
phenom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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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자료- Matilda 

이야기의 디지털 버전으로 이동하는 텍스트 마틸다의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텍스트에 액세스하십시오 (사진을 찍은 다음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처럼 QR 코드 

위로 카메라를 마우스를 가져 가기만하면됩니다). 

또는 이 링크를 따를 수 있습니다.- https://archive.org/details/matilda_201808/mode/2up 

 

 

 

 

 

 

 

 

 

 

 

 

https://archive.org/details/matilda_201808/mode/2up
https://archive.org/details/matilda_201808/mode/2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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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s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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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echnologies - Data 

 

Coloured eggs eaten over the Easter long weekend 

 

 

  

 

 

 

 

 

 

 

 

 

 

 

 

 Number and colour of eggs eaten 

Teacher Red Blue Green Yellow Orange 

Miss Feeney 1 2 8 0 2 

Mr Chapman 8 8 2 5 3 

Mrs Fulton-Boote 2 4 1 4 4 

Mrs Body 8 8 0 3 3 

Miss Lord 7 5 3 4 3 

Mr Wicks 4 3 9 3 5 

Mrs Pease 3 5 7 4 7 

Mrs Gill 4 7 6 6 2 

Mr Wicks 2 6 8 7 2 

Mrs Koller 6 7 3 9 4 

Mrs Paterson 8 8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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