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학고 1학년 입학생 온라인강의 추가 학습안내
1. 교과명 :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수학, 한국사

2. 대상학년 : 1학년(입학생)

3. 운영기간 : 3월 10일[월] ~ 3월 20일[금] & 3월 21일~4월 4일
4. 학습내용 및 강의 사이트 추가 및 그에 따른 안내
1) 전에 공지한 내용(3월 10일~ 3월 20일 : 2주간 학습 내용)
ebs수강 신청 학습 과목([국어-해냄에듀,수학-미래엔, 영어-YBM홀딩스, 통합과학-동아출판, 통합사회미래엔]) 수강함.

2) 새로운 공지 내용(3월 21일[월] ~ 4월 4일[금])
전에 공지한 내용으로 수강을 하였으나 개학이 또 2주간 연기(4월 6일 입학)됨에 따라 담임 또는
교과 선생님께 상담과 질문을 하는 경우나 학급과 학습에 대한 공지사항의 미비, 학습 불편을
보완하기 위하여 ebs온라인클래스 학습방을 반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래 각 반별 온라인
학습방의 [배움터]에 입장하셔서 각 과목(전에 공지된 과목에 강의 추가됨)을 학습하시고
[공지사항]을 참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방]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배움터]에서 개인별
학습한 내용을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 모두 확인하며 [질문방]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해 주십니다.)
1학년 1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1/

1학년 5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5/

1학년 2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2/

1학년 6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6/

1학년 3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3/

1학년 7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7/

1학년 4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4/

1학년 8반 학습방

https://oc4.ebssw.kr/chhigh18/

과목

교재/강사 선생님

2주간 학습 내용

추가 안내

1강 1. 읽기와 쓰기로 세상을 보다
~ 2강 1. 읽기와 쓰기로 세상을 보다 - (2) 책은 도끼다
국어

해냄에듀/장동준 선생님

추가) 3강 2. 문학의 여러 빛깔 - (1) 별 헤는 밤(윤동주)

추가 안내는 학습방->
[공지사항] 참고

7강 2. 문학의 여러 빛깔 - (3) 성난 기계(차범석)
~ 9강. 2. 문학의 여러 빛깔 - (4) 소년 시절의 맛(성석제)
교과서 아직도 안 봤니? &
01강 Ⅰ_1_01~02. 다항식의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 12강 Ⅱ_대단원 평가
수학

미래엔/이국희 선생님

새로운 강의 추가)

추가 안내는 학습방->
[공지사항] 참고

(1) [2019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해설] 수학 1깅~3강
(2) [학교시험 예상모의고사] 평범한 우리도 1등급 각!
임재석의 수학 : 01강 ~ 07강 – 강의내용 : 자료실 다운
1강. Lesson 1. 내 머리 쏙 교과서 총정리(1)
영어

YBM홀딩스/오렌지
선생님

~ 3강. Lesson 1. 내 머리 쏙 교과서 총정리(3)
추가) 4. 10강. Lesson 4. 내 머리 쏙 교과서 총정리(1)

추가 안내는 학습방->
[공지사항] 참고

~ 6. 12강. Lesson4. 내 머리 쏙 교과서 총정리(3)
1강. 우주 초기의 원소
통합과학

동아출판/김하나 선생님

~ 3강. 원소와 주기율

추가 안내는 학습방->
[공지사항] 참고

추가) 4강. 화학 결합의 형성 ~ 8강. 우리 생활과 신소재
1강.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통합사회

미래엔/박봄 선생님

~ 3강.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3)

추가 안내는 학습방->
[공지사항] 참고

추가) 4강. ~ 5강. Ⅱ 자연환경과 인간 (1), (2)
과목 추가
한국사

[고등예비과정] 한국사/

새로운 강의 신설) 1. 01강 ~ 03강

추가 안내는
학습방->[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