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어 수업시 국어 공부 및 과제는 이렇게!! ]]
안녕하세요. 열정노군(열정국어)쌤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학년 여러분을 학교에서 만나길 너무 기다렸는데 코로나로 19로 잠시 미뤄져서 아쉽네요.
얼른 등교 개학해서 여러분을 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얼른 만나요. 건강하게.
참 1학년은 세 분의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함께 하실 꺼예요. 일단 저는 노형래(열정노군)이구요. 성

진금 선생님, 채귀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등교 개학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꺼예요. 올해 국어
수업 재미있을꺼예요. 기대하세요. 자 이게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1학년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열정노군쌤의 친절한 안내를 잘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나이스!!! 시흥은행중 1학년 아자아자 지화자!!

<열정노군쌤의 친절한 안내> -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1) 온라인을 통한 1학년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클래스팅 1학년 국어방에 접속합니다. 제시된 시간표에 맞추어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어방에 접속하시면 일단 게시글로 가서 제시된 내용을 읽습니다. 게시글에 그 날에 해야할
과제나 읽기 자료, 공부할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게시글에 안내한 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게시글을 읽은 다음 학급 공지도 함께 읽어 주는 센스를 발휘하십시오.
2) 온라인을 통한 1학년 국어 학습은 공책을 사용합니다. 등교 개학 후에도 사용합니다.
물론 공책을 사용하는 과제는 공책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제시합니다.
3) 공책을 사용하지 않고 답글만 쓰는 경우는 과제에 답글만 쓴다 라고 제시합니다.
4) 공책은 등교 개학시 제출하니 온라인 수업 동안 학습한 학습지나 과제를 잘 정리한다.
5) 공책 앞이나 맨 뒤에 학년 반 번호를 적는다.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누구 공책인지 확실히
알아 볼 수 있게 적는다.
※ 공책에 기록하는 방법은 바로 아래에
예) <공책 기록법>
2020년 4월 16일 <온라인 국어>

→ 온라인 수업시 공책의 맨 위에 적는다.

1) 오늘의 과제 : 예) 시 동영상 보고 학습지로 정리하기 → 온라인 과제 제목 혹은 내용을 적으면 됨.
학습지의 내용을 공부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

)에 들어갈 답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1.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전제로 쓴 (

)다.

1. (대본) 이렇게 답만 쓰면 됩니다. 문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프린터로 츨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날 그날 제시된 학습지 전체를 프린트하여 해결하고 공책에 붙여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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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요기까지 4월 16일 과제 끝.
한 줄 띄고
새로운 날짜의 과제를 작성하면 됨. (이 내용은 공책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국어 수업 내용 및 과제에 대한 질문은 답글로 올리면 열정노군이 친절히 답합니다. (이메일도 안내합
니다.)
6) 과제는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합니다.

7) 온라인 국어 수업시 과제는
① PDF 파일이나 과제에 올린 학습지 보고 공책에 정리한 다음 답글로 완료했습니다.
하고 올리기(공책 검사는 등교 개학 후 반드시 함)
② 영상 보고 과제에 나온 문제 및 내용 정리하기(과제만 올리면 됨. 공책에 쓸 필요 없
음)
이런 형식으로 제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국어 공부방법 및 과제는 친절히 안내하니
국어방의 게시글을 찬찬히 잘 읽고 실행하십시오.
8) 온라인 국어 학습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어 과제(국어 공책)를 하고 등교 개학 후 국어 선생님

께 공책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셔야 합니다.
1학년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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