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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동 테크놀러지가 필요 없거나/ 약간 필요한 활동 테크놀러지가 가용한 경우의 활동 

오전 8:00 기상 

멋진 하루를 준비하자! 아침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침대를 정리하고 잠옷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잊지말자. GUSD 는 다양한 학교에서 그랩 앤 고 (grab-and-go)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아침식사와 

점심식사가 가용하다 (www.gusd.net/meals).  

오전 9:00  

학습:  

읽기/ 

쓰기 

부모, 형제자매, 애완동물 또는 장난감 동물에게 

읽어주기.  

일기 쓰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나 이메일 보내기 

오리지널 스토리, 시, 삽화와 함께 책 만들기 

Readtheory.org – 독해 

www.scholastic.com/learnathome 

Readwritethink.org - parent section 에서 

abcya.com - 유치원-5 학생 

starfall.com – 읽고 쓰기 유치원-2 

storyonline.net: 등장인물과 같이 크게 읽기 

learn.khanacademy.org - Khan Academy Kids 

유치원-2 학년  

오전 9:45  

신체 및 

정신적 

안녕  

산보나 달리기 하기   

점핑 잭 25 회 하기 

음악을 틀고 댄스 파티하기  

운동 비디오: getclassfit.com  

사회- 정서적 학습: 

www.Heartsmart.family  또는  rif.org/sel 

오전 10:15 학습: 수학 

덧셈 또는 곱셈 전쟁놀이 하기 

보드 또는 카드 게임하기  

과자 만들기 요리법 따르기  

퍼즐 게임하기   

KhanAcademy.org - 유치원-6 학생 

Learn.khanacademy.org - 유치원-2 학생 

핸드폰 게임: illuminations.nctm.org  

SBAC: :caaspp.org/practice-and-training/ 

오전 11:00 창의 시간 

전투인형을 위한 어떤 것 만들기 (요새, 타운, 등.) 

창작 스테이션: 재활용품, 학생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테이프 마커 카드보드, 종이 

사용하기 

그림 또는 페인트하기  

12 무료 가상의 박물관 관광: 

https://www.travelandleisure.com/attractions/

museums-galleries/museums-with-virtual-

tours 

Lunch Doodles with Mo Willems: 

https://youtu.be/RmzjCPQv3y8 

Arts for Kids: https://youtu.be/cGM_VhNXMmo 

정오 점심/휴식 
GUSD 는 다양한 학교에서 그랩-앤-고 (grab and go) 무료 아침 식사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www.gusd.net/meals).    

오후 12:45  잡일  도와주기- 접시딱기, 쓰레기 버리기, 정원 일, 빨래, 자기 방 치우기 등,  

오후 1:15  학습: 과학 

날씨에 대한 일지 기록하기. 자연에 대한 일지 

쓰기: 창 밖을 보고 외부로 나가기 자신이 본 것 

기록하기 (식물, 동물, 꽃, 곤충, 날씨 등). 

건축하기 (레고, 블록, 등), 

www.scholastic.com/learnathome 

storytimefromspace.com 

wonderopolis.org 

오후 2:00  

신체 및 

정신적 

안녕 

You Tube Kids: 요가, 줌바 또는 댄스파티하기   

동네 주변 조깅하기 

운동 비디오: getclassfit.com  

사회- 정서적 학습:  

www.Heartsmart.family 또는 rif.org/sel 

오후 2:30  
학습: 사회 

과학 

친척의 아동 시절에 대해 인터뷰하기  

지도에서 여러 다른 장소 알아보기 

www.scholastic.com/learnathome 

www.discoveryeducation.com 

오후 3:15  자유시간 
휴식, 밖으로 나가기, 재미있는 프로젝트, 게임놀기, 가족과의 시간, 저녁 식사 만들기나 돕기, 가족이 

좋다면 약간의 소셜 미디어 하기 

오후 9:00  취침시간 전자기기를 치우고 잠자기 전에 스토리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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