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5주 과목별 가정학습 내용 및 방법 [2학년]
4주(3/23~3/27)

5주(3/30~4/03)

담당

과목
과제

세부 사항

과제

- EBS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

문학

◦문학 자유 과제 탐구보고서 및 ppt
발표과제 준비
- 개학 후 보고서 제출 및 발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지수> 관련 강의를 재수강

수학Ⅰ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 과제 제출 기한: ~ 3/29
- 과제 해결 후 인증(사진) 업로드

확률과
통계

‘2020 세교고 2학년 문학’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국어과]-문학
3주차 과제 참조하여 자유 과제 준비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onkun2)
‘수학1 자기주도학습’ 강의 수강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 2학년 수학 Ⅰ’에 가입 및 접속
하여 과제 제출 [초대코드(FZFEQA)]

◦1,2,3주차 학습자료 답안 작성 및
답안 확인

- 클래스팅 ‘세교고 2학년 확률과 통계’
https://www.classting.com/probability2

◦클래스팅에 탑재된 4주차 학습자료

에 게시된 구글 링크에 1,2,3주차 학습

해결

영어Ⅰ

(https://oc.ebssw.kr/segyo25)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

교사

- EBS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하기
◦문학 자유 과제 탐구보고서 및 ppt
발표과제 준비
- 개학 후 보고서 제출 및 발표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로그> 관련 강의를 재수강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 과제 제출 기한: ~ 3/29
- 과제 해결 후 인증(사진) 업로드

◦클래스팅에 탑재된 5주차 학습자료
해결

자료 답안 작성 [참여코드 : OKKPZF]

-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2020 세교고
영어 I’ 수강 신청 후 수강

세부 사항

(https://oc.ebssw.kr/segyo25)에서
‘2020 세교고 2학년 문학’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이정규
정지연

- 학교 홈페이지

유정화

[교수학습지원센터]-[국어과]-문학
3주차 과제 참조하여 자유 과제 준비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onkun2)
‘수학1 자기주도학습’ 강의 수강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 2학년 수학 Ⅰ’에 가입 및 접속

손훈국
조미연

하여 과제 제출 [초대코드(FZFEQA)]

- 클래스팅 ‘세교고 2학년 확률과 통계’
https://www.classting.com/probability2
에 탑재된 과제 확인 및 제출
[참여코드 : OKKPZF]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하기

강성미

-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2020 세교고
영어 I’ 수강신청 후 수강

강용현
김광복
정소희

이수미
송승현
이혜진

진로
영어

◦2단원 영어 본문 읽으며 모르는 단
어의 뜻 정리
- 개학 후 교과서 검사
◦한글 해석 읽어보기
◦장래희망 제출

-홈페이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
s/d/1_wfz4REwWa2tsRTgOmhta71Cax
djzLXtY6IZ10eJKXY/edit?usp=sharing
에 본인의 장래희망 올리기

◦롤 모델 소개하는 글 작성
◦롤 모델에 대한 사진, 그림 파일 3
개 이상 찾아 저장

- 이메일(sweetboat@korea.kr)로
롤 모델 소개하는 글 제출

신영란

- 제출 기한: ~ 4/2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

한국
지리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1단원’ 형
성평가 참여

- EBS 온라인 클래스
'세교고등학교 2학년 한국지리 클래스‘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센터]-

(https://oc.ebssw.kr/sekyokg) 공지사

[사회과] 내 형성평가 참여 방법
참조

생활과
윤리

항에 링크된 구글 설문지 활용

◦EBS 온라인 클래스 6~7강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세교고 2학년

◦형성평가, 단원평가 문제 풀어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센터]-

생활과 윤리'에 접속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사회과] 내 안내 참조

2-생활과

윤리)에서 과제 확인 및 제출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1단원’ 형
성평가 참여

◦EBS 온라인 클래스 6~7강 수강
◦형성평가, 단원평가 문제 풀어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센터][사회과] 내 안내 참조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1~7강)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고

정치와
법

◦EBS 온라인 클래스 1-2강 수강
◦형성평가 문제 풀어 제출

정치와 법'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2-정치와 법'

물리학
Ⅰ

◦강의 영상 시청(10~15분 분량 2강)
◦퀴즈 참여

◦기본문제 풀이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45번

글

참조 (영상 및 퀴즈에 관한 설명 제공)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물리학1’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https://oc.ebssw.kr/sekyokg) 공지사

박세미

항에 링크된 구글 설문지 활용

- EBS 온라인 클래스 '세교고 2학년
생활과 윤리'에 접속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2-생활과

이충복
최인호

윤리)에서 과제 확인 및 제출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고
◦ EBS 온라인 클래스 3-4강 수강
◦ 형성평가 문제 풀어 제출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세계사

- EBS 온라인 클래스
'세교고등학교 2학년 한국지리 클래스‘

정치와 법'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2-정치와 법'

이성재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강의 영상 시청(10~15분 분량 2강)
◦퀴즈 참여

◦기본문제 풀이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 안내 글

이범진

참조 (영상 및 퀴즈에 관한 설명 제공)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물리학1’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류경호

◦ EBS 온라인 클래스「개념완성 생명
과학Ⅰ」8강~9강 수강

생명
과학
Ⅰ

◦‘노폐물의 배설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개념 이해하고,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과학과]에 탑
재한 생명과학Ⅰ 학습자료 9쪽까지
정리
◦생명과학 관련 도서 1권 읽고 독서

- EBS 온라인 클래스

◦ EBS 온라인 클래스「개념완성 생
명과학Ⅰ」10강~11강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2bio)

◦‘물질대사와 건강’ 개념 이해하고,

(https://oc.ebssw.kr/segyo2bio)

‘세교2학년생명과학’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개학 후 ‘정리한 학습자료’ 제출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기록장 작성

화학Ⅰ

◦클래스팅에 탑재한 강의를 보고 게
시된 학습지에 강의 내용을 정리하
여 제출
- 1-2.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3)

지구
과학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등학교 2화학 배움방’에 접속하여 강의 수강
및 과제 제츨 [초대코드(OXQSAY)]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 발표는 개학 후 진행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es1kyj 접속

◦중국 문화 관련 논술

- 클래스팅 수업 링크:
https://www.classting.com/!7uu5d1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과학과]에 탑재한 생명과학Ⅰ 학습

‘세교2학년생명과학’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자료 10쪽까지 정리

- 개학 후 ‘정리한 학습자료’ 제출

◦생명과학 관련 도서 1권 읽고 독서
기록장 작성

◦클래스팅에 탑재한 강의를 보고 게
시된 학습지에 강의 내용을 정리하
여 제출
- 1-3. 용액의 농도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중국 개관, 중국어 발음 강의 수강

[수업 코드 : LUEHEU]

문]-[일본어]에 탑재된 자료 활용
- 가사를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개학 후 제출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 클래스팅 가입 후 ‘세교고등학교 2화학 배움방’에 접속하여 강의 수강
및 과제 제츨 [초대코드(OXQSAY)]

이명재
노현수

- 발표는 개학 후 진행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es1kyj 접속

- 클래스팅 수업 링크:
https://www.classting.com/!7uu5d1

김영종

전선영

[수업 코드 : LUEHEU]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제2외국어과/한
◦노래를 통해 히라가나 학습

유경민
이미영

-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제2외국어과/한
◦인사말 익히기

문]-[일본어]에 탑재된 자료 활용
- 탑재된 양식을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개학 후 제출

최길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