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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3/30~4/03)

담당

과목

독서

세부 사항

과제

세부 사항

◦EBS 수능특강 남궁민 독서 인문·예
술 영역 1~3강 강의 수강 후 본문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www.oc.ebssw.segyokorea3)

◦EBS 수능특강 남궁민 독서 사회·문
화 영역 1~3강 강의 수강 후 본문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www.oc.ebssw.segyokorea3)

요약 과제, 문제 풀이
◦2020년 수능 기출문제 풀이 강의
수강

화법과
작문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EBS 화법과 작문 문제 풀이( ~12강
까지) 후 클래스팅에 탑재된 형성평
가 문제 풀이

◦클래스팅에 탑재된 ‘음운의 변동’

언어와
매체

학습자료 복습
◦클래스팅에 탑재된 ‘음운의 변동’
단원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이

‘2020 세교고 3학년 독서’에 본문 요
약 업로드
-과제 검사 예정

◦2020년 수능 기출문제 풀이 강의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www.oc.ebssw.segyo3hj)
화법과 작문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화법과 작
문’ 클래스에 가입 후 형성평가 제출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요약 과제, 문제 풀이

3-언어와

매체’ 클래스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제
제출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하기
◦EBS 화법과 작문 문제 풀이(13~17
강까지) 후 클래스팅에 탑재된 형성
평가 문제 풀이

◦클래스팅에 탑재된 ‘단어의 형성’
학습자료 복습
◦클래스팅에 탑재된 ‘단어의 형성’
단원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이

- EBS 온라인 클래스

미적분

교사

과제

‘2020 세교고 3학년 독서’에 본문 요
약 업로드.
- 과제 검사 예정

허달진
정연주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www.oc.ebssw.segyo3hj)
화법과 작문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화법과 작

임형순
정가연

문’ 클래스에 가입 후 형성평가 제출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언어와

매체’ 클래스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제

김효진

제출

- EBS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https://oc.ebssw.kr/mathsam)
‘세교고등학교 고3 미적분’에서 수강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https://oc.ebssw.kr/mathsam)
‘세교고등학교 고3 미적분’에서 수강

김광복

◦수열의 극한 단원 확인학습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급수 단원 개념학습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정소희

https://www.classting.com/segyo3m
ath 가입 및 학습과제 풀이, 제출

https://www.classting.com/segyo3m
ath 가입 및 학습과제 풀이, 제출

◦이차곡선의 성질 탐구지 작성

기하

심화
수학
Ⅰ

- 이차곡선의 성질을 찾아보고 추측
- 추측한 이차곡선의 성질을 정당화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4.로그함수)
◦1~3주차 학습자료 점검

- 클래스팅 세교고 3학년 기하 클래스
https://www.classting.com/geometry3

◦이차곡선 성질 탐구지 확인 및 복습

- 클래스팅 세교고 3학년 기하 클래스
https://www.classting.com/geometry3

3에 이차곡선의 성질을 추측하는 발문

◦학습점검 자료 복습

3에 이차곡선의 성질을 정리한 내용을

지를 게시 [참여코드 : NNNABI]

게시 [참여코드 : NNNABI]

- EBS 온라인 클래스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hsymath)
세교고 심화수학’에서 수강

‘2020

- 클래스팅 ‘2020세교고 심화수학’에
가입 후 자신이 공부한 자료를 인증
(사진)하여 게시물로 업로드

◦4주차 학습자료 풀이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5.로그방정식과 부등식)
◦5주차 학습자료 풀이

[초대코드(VCSQWG)]
◦수능특강 문제 풀이 후 EBS 온라인

영어Ⅱ

클래스 강의 수강
- 5강 주제 파악 (3번~4번)
- 6강 제목 파악 (1번~2번)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 3학년 영어투’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https://oc.ebssw.kr/hsymath)
세교고 심화수학’에서 수강

강용현

‘2020

- 클래스팅 ‘2020세교고 심화수학’에

하선영

가입 후 자신이 공부한 자료를 인증
(사진)하여 게시물로 업로드
[초대코드(VCSQWG)]

◦수능특강 문제 풀이 후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 6강 제목 파악 (3번~4번)
- 8강 내용 일치 불일치 (1번~2번)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 3학년 영어투’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남궁혁
신영란

◦3주차 자기소개 요령을 참고하여
글 작성
1. Tell Me About Yourself.
2. Why Do You Want to Major in

진로
영어

_____?
3. What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진로’ 클
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진로탐구 주제 설정 및 관련 기사
읽고 KWL 차트 작성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 보고, 평가

- 클래스팅 제시 주제
1. 사회복지제도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 보고, 평가

◦클래스팅 통한 피드백 제공

2. 교육 정책 제안서

◦클래스팅 통한 피드백 제공

Are

Your

Academic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진로’ 클
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편경림

Weaknesses? And how Have You
Addressed Them?
4. Whom Do You Most Admire?
5. What Makes You Unique?

사회
·
문화

3. 외국 사례 자료 수집 분석

- 클래스팅 제시 주제
1. 문화현상 분석
2. 세계화 현상 분석

정재성

사회
문제
탐구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 보고, 평가
◦클래스팅 통한 피드백 제공

- 클래스팅 제시 주제
교육정책네트워크 자료 수집 및 분석

◦주제선정 및 자료수집 보고, 평가
◦클래스팅 통한 피드백 제공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고

세계
지리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하기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및 제출

정치와 법'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세계지리'

동아시
아사

- 03강. 선사시대(구석기~청동기)
영상 제공
◦클래스팅에 탑재된 동아시아에 등장

◦EBS 온라인 클래스 강좌 수강하기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 해결 및 제출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동아시아
사’에 탑재된 서술형 퀴즈 해결

- 04강. 국가의 성립과 발전 영상
제공
◦클래스팅에 탑재된 동아시아 각 지역

한 다양한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서술

에서 건국된 최초의 국가에 대한 이

형 퀴즈 해결

해 및 관계사 퀴즈 해결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동아시아
사’에 탑재된 퀴즈 해결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https://www.classting.com/!qjqtwr 에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2 제출

접속하여 과제 제출
[초대 코드: OFHUKJ]

◦클래스팅에 탑재된 과제2 제출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 클래스팅 ‘세교물리학Ⅱ’
https://www.classting.com/!qjqtwr 에

김승기

접속하여 과제 제출
[초대 코드: OFHUKJ]

- EBS 온라인 클래스

◦세포의 구조와 기능(세포 소기관의

(https://www.oc.ebssw.bio2segyo)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확산과 삼

(https://www.oc.ebssw.bio2segyo)

구조와 기능2),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세포막의 구조) 이해

‘세교고 생명과학Ⅱ’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투, 능동수송, 세포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 이해하기

‘세교고 생명과학Ⅱ’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및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생명과학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및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생명과학

Ⅱ’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정인지

- 발표는 개학 후 수업 시간 중 진행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 클래스팅 ‘세교물리학Ⅱ’

클래스팅 과제 제출

이지수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에 탑재된 영상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생명
과학Ⅱ

정치와 법'에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세계지리'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 발표는 개학 후 수업 시간 중 진행

물리학
Ⅱ

정재성

- EBS 온라인 클래스 '2020 세교고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사회과]에 탑재된 영상 수강

- 클래스팅 제시 주제
헌법재판소 판례 조사 분석

클래스팅 과제 제출

Ⅱ’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이미영

화학Ⅱ

◦학습지 활동 후 제시된 양식에 핵심
개념 및 내용 정리하기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화학2’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학습지 활동 후 제시된 양식에 핵심
개념 및 내용 정리하기

- 발표는 개학 후 진행

지구
과학Ⅱ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 개학 후 독서기록장 제출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es2kyj에

◦교과 관련 도서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수강

-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segyoes2kyj에

◦클래스팅
- 2과 교과서 학습자료
- 2과 단원평가 문제

- 클래스팅
https://www.classting.com/!86hst6
학습자료 괄호 채우기
단원평가 풀어서 제출하기

◦학습 영역 내 활동지 작성

- 기한: 3.28일 17시까지
- 제출: 클래스팅 업로드
※ 파일이름 예) 30717 – 4주차 과제

김영종

접속하여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클래스팅
- 3과 교과서 학습자료
- 3과 단원평가 문제

- 클래스팅 탑재 활동지 작성 후 제출
◦교과서 p.84~105까지 학습

노현수

- 발표는 개학 후 진행

◦교과, 진로 관련 주제 탐구 발표 준비

접속하여 수강 신청 후 강의 수강

한문

- 클래스팅 ‘세교고등학교 3-화학2’
클래스에 가입 후 과제 확인 및 제출

- 클래스팅
https://www.classting.com/!86hst6
학습자료 괄호 채우기

명상우

단원평가 풀어서 제출하기

- 클래스팅 탑재 활동지 작성 후 제출
◦교과서 p.106~119까지 학습
◦학습 영역 내 활동지 작성

- 기한: 4.4일 17시까지
- 제출: 클래스팅 업로드
※ 파일이름 예) 30717 - 5주차 과제

정보

김창곤
◦클래스팅 개설명 / 초대 코드 : 3-정보(3학년) / ZNUCPS
- 접속 URL : https://www.classting.com/segyoCS
◦휴업일 기간 지속 학습내용
- 타자연습 실시 : 영타 / 평균속도 100타 이상 / 정확도 95%
- 속도와 정확도를 맞추는 것보다 키보드(자판)를 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여 타이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함.

음악
연주

◦음악이론 학습지 1
◦지역별 민요 특징 요약하여 이해

- 개학 후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

[예체능과]에 학습지 탑재

◦음악이론 학습지 2
◦지역별 민요 감상

- 개학 후 제출
- 학교

홈페이지-[교수학습지원센터]-

[예체능과]에 감상 인터넷 주소 안내

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