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참고자료
- 교과, 진로/진학, 문화예술, 교과별 학습법 -

영역

내용
[ EBSMATH 활용 학습 ]
◦고등학교 수학의 교과 내용에 대한 영상 자료
- http://www.ebsmath.co.kr(웹툰, 영상, 게임자료 등 다양한 형태 구성)
- 탑재교과목: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비고
※ 웹사이트
주소 클릭시
연결

[ ASKMATH 활용 학습 ]
온라인

◦수학과 직업, 실생활 속의 수학 이야기에 대한 영상 자료

학습

- https://www.askmath.re.kr/askmath/ → 수다학

안내

- 수학 비하인드 뉴스: 범죄 막는 수학!, 스포츠 전략과 수학의 관계, 게

※ 웹사이트
주소 클릭시
연결

임 속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 등
[ EBS 수능/모평/학평 기출문제 다운로드]
◦ 한 번의 클릭으로 수능/모평/학평 기출문제, 정답, 해설 다운로드 및
동영상 강의
-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 웹사이트
주소 클릭시
연결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내 ]

※ 웹사이트

◦고교학점제 맛보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https://www.hscredit.kr)

주소 클릭시

※2022년 전체 학교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도입

연결

[ 진로정보 검색 및 상담 ]
◦자신에 맞는 진로진학 정보 찾아보기
진로,

- 대학입학정보 포털 홈페이지(http://adiga.kr)

진학

ㆍ진로정보 검색: 직업분류별, 적성유형별로 직업정보 검색

안내

ㆍ검색 결과에서 관련학과 정보 확인 가능

※ 웹사이트

-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주소 클릭시

ㆍ진로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검색
ㆍ직업, 학과등의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한 진로탐색
◦커리어넷(https://www.work.go.kr)
- 청소년 심리검사, 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 학과검색, 전공진로 가이드 활용

연결

영역

내용

비고

[ 인문, 문화, 예술 강연 ]
◦K-MOOC (http://www.kmooc.kr/): 최고 수준의 국내 유수 강좌 듣기
◦edwith (http://www.edwith.org): 열린강좌로 범교과 학습도 가능
◦KOCW (http://www.kocw.net/home/index.do): 주제별, 대학별 강의, 공연, 미
술 자료 등
[ 예술 ]
◦EBS 스페이스 공감 (http://www.ebs.co.kr/space/plus/empathy): 국내,외 최정
인문,
문화
예술
즐기기

상 아티스트부터 신진 아티스트의 공연을 감상
◦구글 아트 앤 컬쳐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세계 유명한 미술 박
물관 및 작품 감상, 한국어 번역 제공
◦나의 미술관 국립현대 미술관 (https://c11.kr/di36): 다양한 전시 동영상 및 유
명인과 함께 하는 MMCA동영상 자료 감상 가능
◦널 위한 문화예술 (https://c11.kr/di0h):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들어 내는 이
야기, 5분 전후 영상 제공)
◦Drawing J (https://c11.kr/di0t): 다양한 소묘 기초부터 심화까지, 색연필, 아크
릴화 제작 방법 등 다양한 드로잉 표현 자료 제공
◦지식 채널 E (https://home.ebs.co.kr/jisike/index): 변기와 모나리자, 아는 것
과 보는 것, 세잔의 모델 등

※ 웹사이트
주소 클릭시
연결

국어과 자기주도적 가정학습법
《고등학교 국어 공통 : 꾸준히 독서활동하기》
1) 집에 둔 책 중 읽지 않았던 책 읽기 : 개학 후 학생부 독서활동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
2) 1학년 :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되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기
3) 2, 3학년 : 자신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책을 골라 읽기

1.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국어> 교과서 예습하기
- 바탕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읽으며 학습활동에 따라 미리 학습하기
- 문법 단원의 내용 예습하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의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1 대상
강좌 활용하기 : <EBS 올림포스> 기본 개념 강좌, ‘학교 시험 대비’ 교과서별 강좌
(각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별 강좌 제공)

2) 좋은 문학 작품 오디오클립으로 듣고 익히기
[도움받을 곳]
‘세 가지 열쇠말로 여는 문학 이야기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668) : 전국 국
어교사모임 제작, 400편 가까운 작품 소개

2.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문학>, <독서> 교과서 예습하기
- 수록된 바탕글(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읽으며 학습활동에 따라 미리 학습하기
- 해당 단원의 학습 활동 중 재미있는 활동 미리 해 보기

2) 수능 국어 영역 감 잡기를 위해 공부하기
[도움받을 곳]
가. EBS (http://www.ebsi.co.kr)의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2 대상 강
좌 활용하기 : 고2 입문 과정의 ‘수능 감 잡기’, ‘단기 특강’, ‘수능특강 Light’ 강
좌 활용
나.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에서
2학년 모의고사 기출 자료 내려 받아서 활용

3.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국어>, <고전읽기> 교과서
예습하기 : 바탕글(작품) 중심으로 교과서를 읽으며 학습활동에 따라 미리 학습하기
2)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EBS 국어 수능 특강> 풀며 관련 방송 활용하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의 프로그램 중 고3 대상 강좌 활용하기
:‘2021학년도 수능연계 EBS 수능특강’ 강좌 활용

수학과 자기주도적 가정학습법
《고등학교 수학 자기주도적 학습법》
1)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풀기
-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비하여 최근 2개년 기출 문제 풀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에서
2학년 모의고사 기출 자료 내려 받아서 활용

2) EBSMATH 활용 학습
- 고등학교 수학의 교과 내용에 대한 영상 자료
- 탑재교과목: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도움받을 곳]
EBSMATH 홈페이지 (http://www.ebsmath.co.kr): 웹툰, 영상, 게임자료 등 다양
한 형태 구성

3) ASKMATH 활용 학습
- 수학과 직업, 실생활 속의 수학 이야기에 대한 영상 자료
[도움받을 곳]
한국과학창의재단의 ASKMATH의 홈페이지 (https://www.askmath.re.kr/askmath/):
수학 비하인드 뉴스: 범죄 막는 수학!, 스포츠 전략과 수학의 관계, 게임 속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 등이 탑재

1.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수학> 교과서 예습하기
- ‘1장. 다항식’의 1.다항식의 연산, 2.나머지정리와 인수분해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
서의 개념을 정리하며 학습활동에 따라 미리 학습하기
- 사전 지식으로 필요한 중학교 과정의 ‘다항식의 계산(곱셈공식)’,‘인수분해’ 복습하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의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1 대상
강좌 활용하기

2.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수학Ⅰ>, <수학Ⅱ> 교과서 예습하기
- <수학Ⅰ>의 지수와 로그, <수학Ⅱ>의 함수의 극한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개념
을 정리하며 학습활동에 따라 미리 학습하기
- 사전 지식으로 필요한 중학교 과정의 ‘제곱근과 실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복습하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의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2 대상
강좌 활용하기

3.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자기주도적 학습법
1)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예습하기
2)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EBS 수학 수능 특강> 풀며 관련 방송 활용하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의 프로그램 중 고3 대상 강좌 활용하기
: ‘2021학년도 수능연계 EBS 수능특강’ 강좌 활용

사회과 자기주도적 가정학습법
《고등학교 사회 공통 : 교과 및 진로 관련 독서》
- 독서 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 도서:
http://www.ebsi.co.kr/ebs/lms/lmsx/retrieveSbjtDtl.ebs?sbjtId=S20190000482

1.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통합사회> 교과서 예습하기
- 교과서, 인터넷 강의(EBS 개념 완성)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 교과서의 탐구 활동, 읽기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개념 이해하기(이때 핵심 요소가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지 점검)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
가.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1 대상 강좌 활용하기 : <EBS
개념 완성> 기본 개념 강좌, 교과서별 강좌(각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별 강좌
제공)
나. 학교시험대비 강좌: 진도 특강, 서술형 특강 클리닉, 수행평가 특강 등
다. 기타
-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n/mainPage.do
- 한국은행 경제교육
http://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ecEdu.do?viewType=SUBMAIN&menuNo=200131
- 한국법교육센터 http://www.lawedu.or.kr/

2. 고등학교 2학년 사회과 자기주도적 학습법
1) 선택 과목별 교과 주요 개념 이해하기
- 교과서를 읽으며 학습활동에 따라 주요 개념 이해하기: 핵심 개념 노트 작성하기
- 교과서 자료 출처 검색하여 상세 내용 찾아보기

2) 학교 시험 및 수능 대비 문항 살펴보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
가.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2 대상 강좌 활용하기: ‘개념 완성’,
2021학년도 수능 특강’
나. 학교시험대비 강좌: ‘진도 특강’, ‘서술형 특강 클리닉’, ‘수행평가 특강’ 등
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문제 및 해설 강의 활용

3. 고등학교 3학년 사회과 자기주도적 학습법
1) 선택 과목별 교과 주요 개념 및 학습 내용 이해하기
- 교과서를 읽으며 학습활동에 따라 주요 개념 이해하기: 핵심 개념 노트 작성하기
- 단원별 기출 문제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학습
내용을 숙지하기
2) 2021학년도 수능 대비
[도움받을 곳]
가. EBS (http://www.ebsi.co.kr)
- 2021학년도 수능연계 EBS 수능특강 강좌
- 고3 대상 대수능 모의 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문제’ 및 ‘해설 강의’
활용
- ‘맞춤 문제’를 활용한 약점 보완
나.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

- 2019학년도 고3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수능 모의평가 정리

과학과 자기주도적 가정학습법
《고등학교 과학 공통 : 과학 관련 독서활동하기》
1) 개학 후 생기부 독서활동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
2) 1학년 :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과학에 관련된 읽기
3) 2, 3학년 : 과학관련 책 중 자신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책을 골라 읽기
4) 개학 후 생기부 독서활동에 기재할 수 있도록 독서 감상문 쓰기

1.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자기주도적 학습법
1) 학교에서 배부 받은 <통합과학> 교과서 예습하기
- 각 단원별로 제시된 본문을 읽고 ‘토의하기’, ‘사고력 기르기’, ‘탐구활동’,
‘활동하기’ 등의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가능한 활동 해보기
-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ebs에서 출판한 통합과학 개념학습 교재를 학습하기
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하기
3) 재미있는 과학 뉴스 보기 (https://www.sciencetimes.co.kr/): 최근 과학 소식 제공
[도움받을 곳]
가. EBS (http://www.ebsi.co.kr)의 ‘코로나19 대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중 고1
대상 강좌 활용하기: 고1 강좌-통합과학 학습단계별, 수준별 강좌, 공통적 통합
과학 강좌, 교과서별 강좌(각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별 강좌 제공)
나. EBS (http://www.ebsi.co.kr)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2. 고등학교 2학년 과학Ⅰ 자기주도적 학습법
1) 각 단원별로 제시된 본문을 읽고 ‘토의하기’, ‘사고력 기르기’, ‘탐구활동’,
‘활동하기’ 등의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가능한 활동해 보기
2)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ebs에서 출판한 과학Ⅰ 개념학습 교재를 학습하기

3) 과학Ⅰ 과목의 수능형 문제 적응하기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준비하기
[도움받을 곳]
가. EBS (http://www.ebsi.co.kr)의 고2 대상 강좌 활용하기: 고2 강좌 - 과학Ⅰ에 포
함된 각 과목별 문제풀이, 기초(입문), 기본 개념 등 다양한 강좌 제공
나.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3. 고등학교 3학년 과학Ⅱ 자기주도적 학습법
1) 각 단원별로 제시된 본문을 읽고 ‘토의하기’, ‘사고력 기르기’, ‘탐구활동’,
‘활동하기’ 등의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가능한 활동해 보기
2) 심화학습이 필요한 경우는 ebs에서 출판한 2021 과학Ⅱ수능특강 학습하기
[도움받을 곳]
EBS(http://www.ebsi.co.kr)의 고3 대상 강좌 활용하기: 고3 강좌 - 과학Ⅱ에 포함된 각
과목별 문제풀이, 기초(입문), 기본 개념 등 다양한 강좌 제공

영어과 자기주도적 가정학습법
1.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배울 교과서와 보충교재를 미리 학습하기
- 미리 배부 받은 교과서의 Lesson1의 독해파트 학습하기
- 독해 학습 시에는 관련 어휘, 어려운 문장 등 학습, 주어진 지문의 의미 파악
- 각 학교의 부교재의 독해 학습하기(한 지문을 1분 30초 안에 푸는 연습하기)
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비한 문제 풀기
- 2019학년, 2018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70분 안에 풀기
[도움받을 곳]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의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영어 듣기평가 파일도 탑재되어 있어 듣기학습도 가능)

2.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배울 교과서와 보충교재 학습하기
- 교과서의 Lesson1의 독해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할 것
- 학교에서 정한 부교재를 정해진 시간에 풀 것(4개의 지문을 한 세트로 6분 안에 풀기)
- 어휘 및 어려운 문장 구조를 꼼꼼하게 학습하기
2) 수능에 필요한 어휘 학습을 꼭 하기
- 수능과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비하는 어휘책 구매하여 일정량을 학습하기(시중의 수능
대비 어휘책이면 어떤 책도 가능)
- 하루에 50개 정도의 어휘 학습으로 개학 전 500개 정도의 어휘 암기
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비하기
- EBS의 수능특강light 교재 활용하기
- EBS (http://www.ebsi.co.kr/ebs/xip/xipc/previousPaperList.ebs#;) 기출문제 다운로드 활용하기

3.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자기주도적 학습법
1) EBS 영어 교재 학습하기
- EBS 수능특강, 수능독해연습 꾸준히 학습하기
- 최소 8개의 지문을 한 세트로 12분 안에 풀어보는 연습하기
- 개학 전 수업 준비를 위해 1강-4강을 어휘 및 문장 구조 완벽하게 학습하기
2) 어휘 공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 EBS 교재의 어휘를 정리하며 암기하기
- 시중의 수능대비 어휘교재를 활용하여 꾸준히 하루에 100개 정도의 어휘 암기하기
- www.ebs.co.kr을 통하여 EBS 수능특강 및 수능독해연습 지문 다운로드하여 학습에 활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