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년 3차 가정학습 과제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기간)
공 통 과 목 (모든 학생이 수행하셔야 합니다.)
과목

교재

과제 내용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3회
국어영역
(빨간책, 정가
15,900원)

※ 비문학 요약 과제
- 비문학 요약을 위한 노트를 준비한다.
- 1일 1회차의 비문학 지문(4~5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요약한
다.
- 요약문의 분량은 총 400~500자 정도로 한다. (원문이 7~8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더라도 3개 이내의 내용 단락으로 재구성한
다.)
-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쓰지 않도록 하고, 재구성은 필수
- 요약문만 보고도 원문 전체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함.

국어

비고

※ 1지문 10어휘 정리
- 지문 하나 당 어휘 10개 이상의 품사와 뜻, 예문을 정리한다.
- 모르는 단어가 없더라도 10개는 기본.
※ 서로 다른 지문은 별개의 페이지에 작성하여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지문2개씩 하세요.)

기출의 미래(EBS)
※ EBS [2021 수능기출의 미래] 수학Ⅰ 강의 수강하기
3.23(월) ~ 3.27(금) : 하루에 1강씩 수강.
3.30(월) ~ 4.3(금) : 하루에 1강씩 수강.
※ 수학Ⅰ보고서 제출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수학Ⅰ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90000989

(2015 개정교육과정)
EBS 올림포스 수학Ⅱ
(정가 6,500원)
수학Ⅱ

영어

한국사

1일 학습지
(학교 홈페이지 게시)

※ EBS [올림포스] 수학Ⅱ 강의 수강하기
3.23(월) ~ 3.28(토) : 하루에 1강씩 수강.
3.30(월) ~ 4.3(금) : 하루에 1강씩 수강.
- 수강 내용은 교과서와 연계하여 지필고사 출제 예정.
- 교재는 개학 후 자기 주도 학습용으로 사용.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70001237

※ 기존 과제(6. 9. 11월 모의고사)는 공지된 방식으로 학습.
※ 3차과제 진행방식
1. 3월 30일 영어교과서를 활용한 1일 학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서 다운받음.
2. 3/30 ~ 4/3까지 정해진 과제를 정해진 날짜에 수행.
3. 4월 6일 개학 날 기존 과제를(6. 9. 11월 모의고사) 학습한 내
용과 교과서 1강 학습지 5일분을 제출.

※ EBS 강의듣기
-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1강씩 듣기
- 수강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네이버 폼에 작성하기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교과서 링크(참고)
http://www.vivasam.com/educourse/index.do?textbookCd=106094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60000968

선 택 과 목 (본인의 선택과목만 수행하면 됩니다.)
과목

교재

※ EBS 강의듣기
- ‘[개념완성] 물리학Ⅰ’ 1일 1강씩 시청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물리Ⅰ

※ EBS 강의듣기
- ‘2주면 끝 양은혜의 지구과학Ⅰ 미리보기’ 1일 1강씩 시청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지구
과학Ⅰ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한국
지리

과제 내용

비고
http://ebsi.co.kr/
ebs/lms/lmsx/ret
rieveSbjtDtl.ebs?
sbjtId=S201700
01247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90000891

교과서
(우측 링크로 확인)

※ 세계사 교과서를 참고해 첨부된 세계사 활동지를 작성하기
- 3.23일~27일 1~5강 // 3.30일~4.3일 6~9강
- 작성한 활동지는 개학 당일 제출함.
- 학습지 파일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 오른쪽 링크 주소로 세계사 교과서 내용 확인

https://ebook.mi
rae-n.com/@kb2
104/

교과서
(우측 링크로 확인)

※ 경제 교과서를 참고해 첨부된 경제 활동지를 작성하기
- 3.23일~27일 1~3강 // 3.30일~4.3일 4~5강
- 작성한 활동지는 개학 당일 제출함.
- 학습지 파일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 오른쪽 링크 주소로 경제 교과서 내용 확인 가능

http://bit.ly/2TF6
iH3

※ 정치, 법과 관련된 독서를 한 권 읽고 독서 활동지 작성하기
- 하루에 읽은 쪽수와 내용을 간략하게 네이버 폼에 작성하기
- 독서 활동지 파일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 독서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으니 빠짐없이 수행할 것

※ EBS 강의듣기
-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1강씩 듣기
- 수강한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네이버 폼에 작성하기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윤리와 관련된 독서를 한 권 읽고 독서 활동지 작성하기
- 하루에 읽은 쪽수와 내용을 간략하게 네이버 폼에 쓰기
- 독서 활동지 파일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음
※ 독서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으니 빠짐없이 수행할 것
윤리와
사상
※ EBS 강의듣기
- 매주 수요일에 1강씩 듣기
- 노트 정리를 개학날 08시 30분까지 학급 담임에게 제출
※ 오른쪽 링크 주소 클릭 시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홈페이지에 탑재된 모든 파일의 경로는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사비오쉼터 – 학습공간 - 2학년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70001242

http://www.ebsi.
co.kr/ebs/lms/lm
sx/retrieveSbjtDt
l.ebs?sbjtId=S20
1900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