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주차] 두일중학교 1학년 온라인 학습 안내
▶ 두일중학교 학생, 학부모님께 3월 5주차 학습 과제를 안내드립니다.
▶ 두일중 1학년 e학습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참여, 진도율 및 학습 점검이
가능합니다.
▶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
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학습터는 ‘에듀넷’ 회원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에듀넷 회원 가
입으로 위두랑, 디지털 교과서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
육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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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학습터 강좌 7-9강 수강
교과서 183쪽-195쪽 읽기
e학습터 설문 게시판 댓글 제시하기 : ‘토의-깨끗한 교실, 어떻게 만들까?’
e학습터 강좌 수강
e학습터 토론 게시판 찬반 의견 제시 및 첨부된 학습지 작성
e학습터 강좌 자율 수강
e학습터에서 강좌 5개 이상 수강
2020 교내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제42회 경기도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
회 대비 온라인 학습 : 자신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정 자유롭게 수강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SCHOOL
https://ipschool.ipacademy.net/servlet/SchoolController
1. e학습터 강좌 자율 수강
2. ‘클래스카드’ 앱으로 매일 2구간(20단어) 이상 '암기-리콜-스펠' 순서로 학습
3. ‘클래스카드’ 앱으로 단어학습 완료 후 '매칭게임'과 '테스트' 실시
- 영어 미래엔 최연희 레슨1~9 (본교 영어교과서)
- 꼭 알아야하는 중학교 영어단어 –1학년(예문포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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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① "클래스카드" 앱을 설치하세요 (Android, iOS)
②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이 입력
아이디 : duil20본인학번5자리 / 비밀번호 : 본인학번5자리
(예, 1학년 8반 40번 학생은 duil2010840으로 입력)
③ 처음 로그인한 이후, 비밀번호를 꼭 변경합니다!!!!!
1. e학습터 강좌 1~3강 확인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직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은 e학습터 1~3강으로 학습해주세요.)
2. e학습터 강좌 4강 학습 : ‘Ⅰ-2. 도덕적 행동 ②’ 학습하기
1. 기초체력 및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타바타 활동하기 [3월 4주차와 동일]
1. e학습터 강좌 1강 교과서파일 확인 후, 교과서 본문 9쪽-17쪽까지 개별학습
2. e학습터 강좌 1강에 제시한 <제1과 신습한자> 한문 공책에 쓰기
3. 참고영상 추천 : EBS 만공세계사-갑골문자(갑골문의 발견)
1. e학습터 강좌 1-5강 수강 : 미술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2. e학습터 강좌 1강 수강 : 음악 기초이론 학습자료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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