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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 연장에 따른 가정 온라인 학습 자원 안내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휴업기간
동안 학생의 자기 주도학습 지원 및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온라인 학습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여건에 따라 활용하시어 학생들의 학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교과서 (www.edunet.net)
◦ (개요) 서책교과서 내용에 동영상, 평가문항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추가, 외부 자원 연계, 관리
기능이 부과된 디지털교과서 활용
◦ (대상‧과목) 초3〜중3학년 사회, 과학, 영어
◦ (이용방법)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회원가입 후 이용

※ (방안①) 회원가입 후 디지털교과서 사이트(dtbook.edunet.net)에서 뷰어 설치 → 과목 선택 및 교
과서 다운로드 → 실행하기
※ (방안②) 회원가입 후 디지털교과서 웹접속(webdt.edunet.net) → 과목 선택 → 이용

□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 (개요) 동영상, 평가문항 위주로 초·중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 (대상‧과목) 초·중학교 주요 교과(국·영·수·사·과)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

※ 초·중학교 교과학습(3,237주제), 기초튼튼 국영수(306차시), 평가문항·해설(30,379개) 등

◦ (이용방법) e학습터(cls.edunet.net) 회원가입 후 이용

□
◦
◦
◦

위두랑 (rang.edunet.net)
(개요) 온라인 클래스 개설을 통한 학생 학습 관리
(대상‧과목) 초･중･고 모든 과목 컨텐츠 연계 활용 가능
(이용방법)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에서 [위두랑] 아이콘을 클릭 혹은 위두랑
URL(rang.edunet.net) 입력하여 접속

※

e학습터, 에듀넷, 유튜브, 엔트리, 네이버 지식백과 컨텐츠 활용 가능
□ 한글 또박또박 (www.ihangul.kr),
◦ (개요) 웹 기반 시스템 활용 한글 익힘 수준 분석 및 한글 익히기 지원

※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 정보 제공(맞춤 학습지 바로 출력)
◦ (대상‧과목) 초등학교 저학년
◦ (이용방법)

한글 또박또박 사이트
・한글 또박또박 홍보 영상(4:25)
・한글 또박또박 활용 방법(4:21)
・

http://ihangeul.kr
https://youtu.be/7HEsBVq6jBU
https://youtu.be/KpbwuE2dOQ4

□ 기초학력향상지원꾸꾸 (www.basics.re.kr)
◦ (개요) 맞춤형학력향상 자료, 학습부진 유형별 학생 진단 도구 및 지도 자료,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활동관리 프로그램, 학습전략 및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부진 학생 도움 프로그
램 지원
◦ (대상‧과목) 초·중·고 주요 교과(국·영·수·사·과) 온라인 교수학습 지원
◦ (이용방법)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활용 가능(단, 비교과 심리검사 등은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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