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초등 수학에 맞는 인강 활용법
애지중지 (愛之重之) 특강

항목 세부내용 Yes/No

일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

1.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하여 인강을 학습하고 있는가.  Yes     No    

2. 가장 편안하게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에 학습하고 있는가.  Yes     No

3. 강의를 학습하기 전 커리큘럼을 보고 하루 공부할 양을 정하고 있는가.  Yes     No

4. 하루 공부할 학습량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Yes     No

5. 자신이 정한 하루 학습량을 지키고 있는가.  Yes     No

눈과 

손으로 

공부하는 

아이

1. 인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신저, 핸드폰 등을 멀리 하였는가.  Yes     No

2. 인강 학습 전 미리 교재를 풀어보고 학습에 임하는가.  Yes     No

3. 인강 학습 전 교재, 연필 등을 준비하여 임하고 있는가.  Yes     No

4. 인강 학습 시 강사의 코멘트에 따라 교재에 강조 및 중요 표시를 하는가.  Yes     No

질문을 잘 

하는 아이

1.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답변 게시판에 질문을 하는가.  Yes     No

2. 질문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모르는 지 정확히 작성하는가.  Yes     No

3. 질문 후 답변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는가.  Yes     No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우려는 

아이

1. 학습 후 진단평가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풀어보는가.  Yes     No

2. 내 맘대로 TEST를 통해 난이도를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는가.  Yes     No

3.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은 문제라도 꼼꼼히 푸는가.  Yes     No

4.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이용하여 정리하는가.  Yes     No

적극적인 

아이

1. 인강 강사에게 호감을 갖고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Yes     No

2. 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가.  Yes     No

3. 수강후기를 통해 강의에서 자신이 느낀 내용을 표현하는가.  Yes     No

4. 사이트 내의 특강을 통해 다양한 면을 학습하고 있는가.  Yes     No

▶ 우리 아이, 피클 인강 잘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인강 체크리스트)

   피클 인강을 듣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인강 활용법을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인강 체크리스트 결과 확인 (Yes의 개수로 확인해 주세요.)

  16~20개 : 아이가 피클 인강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1~15개 :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피클 인강의 활용법에 익숙하지 않군요. 인강을 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6 ~10개 :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합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되도록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학습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1 ~ 5개 : 인강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피클에는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강좌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강좌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꼼꼼하게 지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