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3] 올키즈스터디 교재

올키즈스터디의 아동지도에 활용되는 주교재는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에서 연구·개발한 자료이다. 본 교재는 학습부진 학생 지도·지원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초학력향상지원사이트 ‘꾸꾸(KU-CU)’를 통하여 접
할 수 있다.

국어
교재명

꾹꾹 다지는 국어

기초학력 보정
교육자료

꿈이 자라는 국어

논리가 자라는 국어

다양이와 나라의
꾹꾹다지는 국어

내용

구성

1권 한글 익히기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읽기, 쓰
2권 낱말 익히기
기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언어 표현
3권 문장 익히기
및 의미 이해 능력을 신장하기 위
4권 짧은 글 익히기
한 자료
부록
1권 한글 익히기
2권 낱말 이해하기
읽기
3권 글의 내용 이해하기
초등학교 1~3학년 수준의
4권 감상 및 평가하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1권 낱말쓰기
쓰기의 내용으로 구성
2권 문장 구성하기
쓰기
3권 쓸 내용 준비하기
4권 글로 포현하기
한글 익히기
기초
낱말 익히기
국어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문장 익히기
기초, 읽기, 쓰기로 구분 되어 있으며
소리 내어 읽기
기본형자료와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
내용 알기
익힐 수 있는 반복형자료로 구성
문단 쓰기
쓰기
글쓰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과 기초학력 향상과 국어과 교육과
3~6학년별 구성
정에서 영역별로 꼭 학습해야할 내
용으로 구성
1권 기초언어와 생활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기초국어
2권 국어의 기본체제와 글의 구성
지식과 생활 언어를 중심으로 구성
3권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된 다문화 학생 도움 자료
4권 여러 가지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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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재명

쑥쑥 커지는 수학

내용
초등학교 1,2학년 및 3~6학년 수학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

구성

1~4권 수와 연산
5~6권 도형 및 측정

1권 수와 연산(1)
기초학력 보정
교육자료

초등학교 1~3학년 수준의 숫자 익히 2권 수와 연산(2)
기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셈하기,
3권 도형
도형, 측정 영역으로 구성
4권 측정

원리가 자라는 수학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과정에서 영 3~6학년별 구성
역별로 꼭 학습해야할 내용으로 구성

연산박사

초등학교 1~4학년의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계산을 연습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

1학년 - 1,2권
2학년 - 3,4권
3학년 - 5~10권
4학년 - 11~15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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