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 소개된 기준과 함께 이번 학기에 집중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언어 
읽기 기초 능력 

 파닉스 및 단어 인식 – 접미사가 있는 단어 읽기; 각 음절에 모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 130개의 사이트 
워드 인식 

 유창성 – H 수준 텍스트를 정확하게 스스로 정정해 가면서 적절한 속도와 표현으로 읽기 
 

문학작품 읽기 
 핵심 아이디어 및 세부사항 – 질문하고 답변; 텍스트 다시 말하기; 중심 메시지 또는 교훈에 대해 

설명하기; 인물, 설정 및 주요 사건 인식 
 기법 및 구조 – 느낌어와 감각어 식별; 허구와 사실 간 차이 설명; 이야기의 화자 파악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 삽화 사용; 이야기 속 인물의 모험 비교 및 대조  
 

정보전달형 글 읽기 
 핵심 아이디어 및 세부사항 – 질문하고 답변; 기본 주제 파악; 구체적인 세부사항 다시 말하기; 

텍스트에서 개인, 사건, 아이디어 또는 정보 사이의 연계 설명  
 기법 및 구조 – 텍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고 단어의 의미 판별; 그림 및/또는 텍스트로부터 

어떤 정보가 오는지 판단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 삽화 사용; 저자의 의도 설명;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텍스트 비교  
 

쓰기 
 텍스트 유형 및 용도 – 서술형 텍스트 쓰기; 정보전달형 텍스트 쓰기; 의견 쓰기(의견 진술; 의견을 

뒷받침하는 1-2 이유 제공); 종결감 제공 

 글 창작 및 배포 - 주제에 집중; 세부사항을 덧붙이거나 글을 편집하여 친구의 피드백에 반응;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글 제작  

 손으로 쓰기 –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깔끔하고 명확하게 글자와 숫자 쓰기; 선 사용; 일관된 

글자 크기; 적절한 간격 

 지식 구축 및 표현을 위한 연구조사 –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언어 
 표준 영어의 규칙 – 접속사, 대명사, 동사 사용; 단문과 복문 작성;대문자와 문장 끝 구두점을 정확하게 

사용; 음성학적으로 철자 쓰기; 배운 사이트 워드의 철자 쓰기  

 어휘 습득 및 사용 – 전략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단어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의 의미 판단 
 

말하기 및 듣기 
 이해력과 협력 – 그룹 토론(예: 파트너, 소그룹, 전체 학급)에 참여; 토론 규칙 따르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 덧붙이기; 친구에게 반응하고 여러 번 차례 바꾸기; 필요할 때 해명 구하기 

 지식과 아이디어의 표현 – 서술적 세부묘사로 아이디어 및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  

 
 

 

 

1학년 3학기 

성적표 상세 정보 
 



수학 
연산 및 대수학적 사고 

 덧셈과 뺄셈이 수반된 문제 재연 및 풀기 – 3개의 정수 덧셈(2+5+3=10)을 포함하여 덧셈과 뺄셈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장제 문제 풀기 

 연산의 특성 및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와 응용 –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 풀기;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해  

 20 내에서 덧셈 및 뺄셈 – 20까지의 합에 집중 
 덧셈 및 뺄셈 방정식 풀기 – 등호의 의미 이해, 덧셈이나 뺄셈 방정식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 

알아내기(5-_=3) 
 
십진수 숫자 및 연산 

 자리값 이해 – 2자리 수가 10자리와 1자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 수학적 언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2자리 수 비교 
 
측정 및 데이터 

 길이 단위를 반복하여 간접적으로 길이 측정 - 길이별로 물체 순서 정렬; 비표준 단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정 

 시간 말하기와 쓰기 – 1시간과 반 시간 단위로 시간 말하고 쓰기 
 데이터 표현 및 해석 – 데이터를 구성, 표현 및 해석; 데이터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기 

 
기하학 

 도형 및 그 속성 추론 – 절반과 4분의 1 탐구 

 

수학적 연습을 위한 기준 
학생들은 수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고와 응용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위의 모든 수학 기준 내에서 이러한 “처리 능력”을 배웁니다. 학생은 학년 중 

다음과 같은 “처리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끝까지 문제 해결하기; 사고와 추상적 추리 전달하기; 해답 정당화하기; 도구, 패턴 및 물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문제를 모형화하고 풀기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의 3학기 기준 습득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필기 시험 

 학급 활동 및 토론 중 학생의 수행 능력 및 참여 

 수행 과제 

 교사의 관찰(전체 학급 및 소그룹)  

 일대일 평가(교사와 학생)  

 학급 과제, 프로젝트 및 작문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