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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 배․이․스․캠프 이용안내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 배 이 스 캠프 이용 안내
·

-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한 자율
진단(배ㆍ이ㆍ스ㆍ캠프)을 개발하였습니다. 배ㆍ이ㆍ스ㆍ캠프에서는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기초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년별, 교과별, 학습 요소별로 핵심 학습 내용 정
리, 연습 문제 풀기, 현직 교사들의 강의 동영상을 탑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 이력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율진단(배ㆍ이ㆍ스ㆍ캠프) 회원가입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방법 영상 안내
- 배ㆍ이ㆍ스ㆍ캠프(http://plasedu.org)/공지사항/2. 활용방법 안내 동영상
[자율진단(배ㆍ이ㆍ스ㆍ캠프) 자료 구성]

2022. 4. 14.

안 용 중 학 교 장

’22년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활용 안내
□ 운영 목적

◦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 상에서 상시‧자율적
-

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http://plasedu.org)
□ 운영 현황

◦
◦
◦

(대상)

초등학교

학년

(영역)

3R’s,

(자료)

학습 요소 수

1

~

고등학교

학년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개, 문항 수

1,371

개, 동영상

29,253

개(’22. 2. 3.기준)

598

[참고] 배ㆍ이ㆍ스ㆍ캠프 콘텐츠 탑재 현황
▫차근차근 진단하기 : 읽기, 수학(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초등학교 1~2학년 : 국어, 수학
▫초등학교 영어 : 루루라라 파닉스
▫초등학교용 3R’s : 읽기, 쓰기, 셈하기
▫초등학교 3~6학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학교 1~3학년 :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중학교 : 사회①, 사회②, 역사①, 준비영어(문법)
▫중학교 신입생 진단: 국어, 수학, 영어
※ 학교 급이 바뀌는 중학교 1학년(또는 예비 중학생)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율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 추가(’21. 2.~)

▫고등학교 1학년 : 국어, 수학, 기초영어(문법), 기초영어(유형), 실전영어

□ 배‧이‧스‧캠프 특징

◦
◦

학년별, 교과목별 교육과정 순서에 따라 연습문항, 보정자료, 학습지원
동영상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 가능
간편 회원가입(개인정보 등록 불필요)만으로도 활용 가능, 로그인을 통해
교과별 성취수준 확인 등 학생 스스로 학습 이력 관리 가능

◦ 교사가 학생 지도에 직접 활용할 경우

,

공부방 기능을 통해 학생별 수

준을 고려한 학습 요소 제공 후 학생 학습 진행 상황‧결과 확인 가능

□[ 배ㆍ이ㆍ스ㆍ캠프 활용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