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 교육 안내
제2020-3511호

☎ 교무실 8077-8160 행정실 8077-8200 FAX 8077-8220 http://www.segyo.hs.kr

1. 교과서 배송 안내
2. 가정학습 지원 방안 안내(3차)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학일이 다시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신입생으로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익히고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역시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매일 학생들과의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를

통해 09:00 조회, 16:00 종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생활지도, 가정학습
지도, 학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입생들의 교과서(12권)를 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듀넷·티-클리어
(www.edunet.net)에 디지털 교과서 자료가 탑재되어 있음을 이미 안내해 드렸으나,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학년 학생들의 모든 교과서를 보내드립니다. 뒷면에 있는
교과서 목록을 확인하시어 모든 교과서가 배송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미
본교에서는 2차에 걸쳐 학습 지원 계획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들의 학습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3차 가정학습 지원으로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추수 지도를 포함한 보다 강화된 피드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과제
제시의 형태가 아니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을 해결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교과 선생님들의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 플랫폼(구글 클래스룸, 클래스팅 등)을 통해 교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신입생들이 개학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후의 학습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
도록 모든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도 책임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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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교과서 목록 및 출판사 정보
교과(군)

교과명

출판사 및 저자

국어

국어

㈜ 미래엔 (신유식)

수학

수학

㈜ 좋은책신사고 (고성은)

영어

영어

㈜ 와이비엠홀딩스 (한상호)

한국사 (15 개정)

㈜ 비상교육 (도면회 외)

통합사회

㈜ 천재교육 (구정화)

통합과학

㈜ 천재교육 (신영준)

과학탐구 실험

㈜ 천재교육 (신영준)

체육

동아출판 (주명덕 외)

음악

㈜ 지학사 (황병숙 외)

미술

㈜ 와이비엠 (심영옥 외)

정보

㈜ 삼양미디어 (한건우 외)

기술ㆍ가정

㈜ 교학사 (정성봉 외)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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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온라인 클래스」플랫폼 이용 방법

□ EBS 온라인 클래스 (www.ebs.co.kr)
◦ (개요) EBSi에 탑재되어 있는 강의목록으로 학생들의 과제를 구성
◦ (이용방법)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온라인 클래스에서 승인 신청

□ 클래스팅 (http://www.classting.com/)
◦ (개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및 과제 안내, 과제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이용방법) 클래스팅(http://www.classting.com/) 접속 후 과목별 해당 클래스 가입 신청

□ 구글 클래스룸 (https://classroom.google.com/)
◦ (개요)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자료 및 과제 안내, 과제에 대한 형성평가 등 제공
◦ (이용방법) 구글 클래스룸(https://classroom.google.com) 접속 후 과목별로 안내된 클래스룸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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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학년별 가정학습 내용 및 방법

4주~5주 과목별 가정학습 내용 및 방법 [1학년]
4주(3/23~3/27)

5주(3/30~4/03)

담당

과목
과제

국어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문학 개
념 관련 강의 수강 (소설 6강)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세부 사항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1kor)에 접속
하여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에 접속 후
‘https://www.classting.com/!z883w8’

과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문학 개
념 관련 강의 수강 (소설 7강)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에 가입 및 접속하여 과제 확인 및 제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다항
식의 덧셈과 뺄셈> 관련 강의 재수강

수학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 과제 제출 기한: ~ 3/29
- 출력 또는 연습장에 풀이하여 인
증(사진) 업로드

영어

◦클래스팅에 탑재된 학습자료 확인 및
과제 제출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math)
‘수학 자기주도학습’ 강의 수강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 1학년 수학’에 가입 및 접속하여
과제 제출

- 클래스팅에 가입 후
‘세교고등학교 1-1학년 영어’에 가입하
여 과제 확인 및 제출

한국사

◦강의 영상 시청(10~15분 분량 2강)
◦퀴즈 참여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44번 글
참조(영상 및 퀴즈에 관한 설명 제공)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1kor)에 접속
하여 수강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에 접속 후
‘https://www.classting.com/!z883w8’

교사

오진화
홍보람
김효진

에 가입 및 접속하여 과제 확인 및 제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다항식
의 곱셈과 나눗셈> 관련 강의 재수강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 과제 제출 기한: ~ 4/3
- 출력 또는 연습장에 풀이하여 인
증(사진) 업로드

◦클래스팅에 접속하여 학습자료 확인
및 과제 제출

[초대코드 ROCLES]

- 학교 홈페이지

세부 사항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math)
‘수학 자기주도학습’ 강의 수강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 1학년 수학’에 가입 및 접속하여
과제 제출

- 클래스팅에 가입 후
‘세교고등학교 1-1학년 영어’에 가입하
여 과제 확인 및 제출
[초대코드 ROCLES]

- 학교 홈페이지
◦강의 영상 시청(10~15분 분량 2강)
◦퀴즈 참여

강성미
정선화
한희석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 안내 글
참조
(영상 및 퀴즈에 관한 설명 제공)

배은주
김진숙
이혜진

이재정
이범진
정인지

- 구글 클래스룸 접속
(https://classroom.google.com/)

통합
사회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된 ‘1-2 행복의

→ 오른쪽 상단 ‘수업 - 수업 참여하기’

의미와 기준’ 관련 영상 시청
◦영상 관련 퀴즈 해결

→ 수업 코드 입력 csska4i
- 학교 홈페이지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영상
시청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에

◦영상 관련 퀴즈 해결

퀴즈 참여 주소(구글 설문지) 제공

통합
과학

과학
실험

정보

◦클래스팅에 탑재된 ‘Ⅰ.물질의 규칙
성과 결합 단원’ 학습자료를 바탕으
로 함께 올린 학습지 과제 해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습자료
학습
◦학습 후 해당 글에 댓글 달기

가정

‘세교고등학교 1-통합과학’
https://www.classting.com/!9tve0m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공지 읽고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과학과] 글 번호 21번 학습자료 참조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된 수업(정보문

- 구글 클래스룸 접속

화 1,2단원) 참여 및 과제 해결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된 설문 작성

(https://classroom.google.com/)
→ 오른쪽 상단 ‘수업 - 수업 참여하기’

◦영타 연습

→ 수업 코드 입력 ki4f5qx

(1학년 - 6,7,8,9,10반)

기술·

- 클래스팅에 접속 후

◦클래스팅에 <가정생활과 소비> 프
로젝트 수업 준비를 위한 과제 제출
(2차)
- 제출 기한: ~ 3/29일 오후 12시

https://www.classting.com/!a3uu65
- 이름: 학번이름(예:106OO홍길동)
- 초대 코드 : NZATOT

◦클래스팅에 탑재된 ‘Ⅰ.물질의 규칙
성과 결합 단원’ 학습자료를 바탕으
로 함께 올린 학습지 과제 해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습자료
학습
◦학습 후 해당 글에 댓글 달기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된 수업(정보문
화 1,2단원) 참여 및 과제 해결
◦영타 연습

◦기초 음악 이론 학습지 이해

→ 수업 코드 입력 csska4i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에

허성초
박세미
박도영
최인호

- 클래스팅에 접속 후
‘세교고등학교 1-통합과학’
https://www.classting.com/!9tve0m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공지 읽고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과학과] 글 번호 21번 학습자료 참조

변혜승
유경민
노현수
이명재

김승기

- 구글 클래스룸 접속
(https://classroom.google.com/)
→ 오른쪽 상단 ‘수업 - 수업 참여하기’

정문정

→ 수업 코드 입력 ki4f5qx

◦클래스팅에 <가정생활과 소비> 프
로젝트 수업 준비를 위한 과제 제출
(3차)
- 제출 기한: ~ 3/29일 오후 12시

- 학교 홈페이지

음악

→ 오른쪽 상단 ‘수업 - 수업 참여하기’

퀴즈 참여 주소(구글 설문지) 제공

(1학년 - 6,7,8,9,10반)

- 클래스팅에 가입

- 구글 클래스룸 접속
(https://classroom.google.com/)

클래스팅에 가입
https://www.classting.com/!a3uu65
- 이름: 학번이름(예:106OO홍길동)
- 초대 코드 : NZATOT

김윤태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예체능과]에 탑재

◦클래식 악곡 감상하기

- 개학 후 확인

[교수학습지원센터]-[예체능과]에
감상을 위한 인터넷 주소 안내

2020년 3월 23일

세 교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최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