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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2 학년생 샘플 학습 일정 

(30-60 분의 적극 학습 시간) 

현실상 모든 가족이 특이하고 여러가지 책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아래 샘플은 학생의 하루 생활을 계획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학습 일정의 한 예 입니다.  귀하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학생의 하루 일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 합니다.  이는 학습 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도구입니다.  

 

샘플 학습 시간 템플릿 (참고 : 아래의 굵게 표시된 항목에는 매일 최대 60 분의 권장 학습 시간이 포함되며, 

나열된 다른 시간은 학습 시간의 선택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장 시간 액티비티 아이디어 

30 분 읽기 시간 ● 독자적 책 읽기. 

● 어른과 함께 책 읽기. 

● 글자와 소리 연습 하기. 

● 인형에게 책 읽어 주기. 

10 분 휴식 시간 ● 밖에서 보물 찾기 하기. 

● 어른과 함께 바깥 산책. 

● 실내 운동이나 춤추기. 

30 분 학습 시간 ● 선생님이 내 준 액티비티 패킷하기. 

● TV 에서 교육 프램 시청. 

● 한 동안 못 본 사람에게 편지나 이야기 

쓰기. 

15 분 창의적 시간 ● 그림 그리기, 페인트, 색칠하기. 

● 레고 또는 다른 종류의 재료로 만들기. 

● 게임 놀이. 

● 요리나 베이킹하기. 

●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기. 

 

Contingency Learning Plan Guidance for Parent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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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년생 샘플 학습 스케줄 

(2-3 시간 적극 학습 시간) 

현실상 모든 가족이 특이하고 여러가지 책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아래 샘플은 학생의 하루 생활을 계획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학습 일정의 한 예 입니다.  귀하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학생의 하루 일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 합니다.  이는 학습 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도구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기본틀로 삼고,  그 사이 시간을 학습에 적합하게 적용 하도록 제안합니다. 

 

샘플 학습 시간 템플릿 (참고 : 아래의 굵게 표시된 항목에는 매일 최대 2-3 시간의 권장 학습 시간이 포함되며, 나열된 

다른 시간은 학습 시간의 선택적 휴식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권장 시간 액티비티 아이디어 

30 분   읽기 시간 ● 독자적 책읽기. 

● 어른과 함께 책 읽기. 

● 자신이 책 읽는 것을 비디오 찍기. 

10 분  휴식 시간 ● 스트레칭 운동  

● 음악 듣기 

30 분 학습 시간 ●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물 하기. 

30 분 기술 교육 또는 특수 분야 ● 교육적 게임 또는 액티비티  

● 과제물 (미술, 음악, 체육, 등)  하기.  

30 분  자유 시간 ● 운동 

● 산책/산행 

● 게임 놀이 

10 분  휴식 시간 ● 스트레칭 운동 

● 음악 듣기 

30 분  자율 학교 시간 ● 학교 프로젝트 하기 

● 쓰기 과제물 하기 

30 분  자유 시간 ● 운동 

● 산책/산행 

● 게임 놀이 

30 분  학습 시간 ● 선생님(들)이 내준 과제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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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학년생 샘플 학습 스케줄 

(3-4 시간 적극 학습 시간) 

현실상 모든 가족이 특이하고 여러가지 책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아래 샘플은 학생의 하루 생활을 계획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학습 일정의 한 예 입니다.  귀하와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학생의 하루 일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 합니다.  이는 학습 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도구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을 기본틀로 삼고,  그 사이 시간을 학습에 적합하게 적용 하도록 제안합니다. 

 

샘플 학습 시간 템플릿 (참고 : 아래의 굵게 표시된 항목에는 매일 최대 3-4 시간의 권장 학습 시간이 포함되며, 

나열된 다른 시간은 학습 시간의 선택적 휴식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권장 시간 액티비티 아이디어 

30 분 - 1 시간 식사 아침, 스낵 

45 분 - 1 시간 학습 시간: 학업 중점 과학, 수학, 사회나, ELA, 다른 과목 

15 분 휴식 산책, 스트레칭, 음악 듣기 등 

45 분 - 1 시간 학습 시간: 특별/선택 과목 하기 미술, 음악, 체육 등 

15 분 휴식 산책, 스트레칭, 음악 듣기 등 

45 분 - 1 시간 학습 시간: 학업 중점 과학, 수학, 사회나, ELA, 다른 과목 

30 분 - 1 시간 식사 점심, 스낵 

45 분 - 1 시간 학습 시간: 학업 중점 과학, 수학, 사회나, ELA, 다른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