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학기에 집중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언어 
 

읽기 기초 능력 
 파닉스 및 단어 인식 – 해독 능력 및 사이트 워드 인식 
 유창성 – 해당 학년 수준의 텍스트를 적절한 정확도, 속도 및 표현으로 읽기  

 

문학작품 읽기 
 핵심 아이디어 및 세부사항 – 문학에 대한 이해(신화, 설화, 우화 등): 

누가/무엇을/언제/어디에서/왜/어떻게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추론하기; 텍스트 다시 말하고 
요약하기; 주 아이디어 파악; 이야기 요소 인식; 인물에 대한 판단  

 

정보전달형 글 읽기 
 핵심 아이디어 및 세부사항 – 사실문학을 읽고 이해: 누가/무엇을/언제/어디에서/왜/어떻게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추론하기; 주 아이디어 파악 및 구체적인 세부사항 다시 말하기; 작가의 목적과 텍스트 
장르 인식; 연결짓기  

쓰기 
 텍스트 유형 및 용도 – 정교하게 구성된 시작/중간/종료, 전환어를 사용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하고 

종결감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길이와 목적을 가진 사적인 공상 이야기 쓰기; 명확한 초점, 뒷받침하는 
세부사항 및 종결감 있는 의견 쓰기  

 글 창작 및 배포 – 지도와 도움을 받아 기획, 초안, 개정, 편집 및 출판을 포함한 글 창작 과정 거치기 
 

언어 
 표준 영어의 규칙 – 명사(추상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규칙명사, 불규칙명사 및 소유명사) 사용;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하고(주어-동사 일치 및 대명사-선행사 일치) 작문에 기술 적용; 
읽기 쉬운 필체 사용; 대문자 및 구두점 사용; 철자법 규칙 적용  

 어휘 습득 및 사용 – 문맥 단서를 사용하여 단어/어구의 의미 판단; 복합어; 관련 단어 의미와 연관짓기; 
단어 관계(동의어/반의어) 인식 
 

말하기 및 듣기 
 이해력과 협력 – 다양한 설정/그룹(예: 파트너, 소그룹, 전체 학급)에서 토론에 참여;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 덧붙이기; 필요할 때 해명 구하기; 구두로 제시된 정보로부터 핵심 
아이디어 및 세부사항 열거하기 

 지식과 아이디어의 표현 –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완전하고 조리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잘 들리게 말하기 
 
 
 
 

3 학년 1 학기 

성적표 상세 정보 



수학 
 

연산 및 대수학적 사고 
 정수의 곱 구하기 – 5 X 7 을 각각 7 개의 물체가 있는 그룹이 총 5 개인 것으로 해석 
 정수의 정수 몫 구하기 – 56 ÷ 8 을 56 개의 물체가 8 개씩 동등하게 나누어질 때 각 몫에 있는 물체 수, 

또는 56 개의 물체가 8 개씩 동등하게 나누어질 때 각 몫의 수로 해석  
 100 내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사용하여 동등한 그룹, 배열 및 측정 개수가 연관된 상황의 문장제 문제 풀기  
 3 개의 정수가 관련된 곱셈이나 나눗셈 등식에서 알려지지 않은 정수 알아내기 

 
십진수 숫자 및 연산 

 자리값에 대한 이해를 사용하여 정수를 근접한 10 이나 100 으로 올림하기 – 이는 올림에 대한 알고리즘 
또는 절차를 확대합니다. 기대치는 학생이 자리값 및 숫자 개념을 잘 이해하고 답에 대해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리값, 연산 특성 및/또는 덧셈과 뺄셈의 관계에 기초한 전략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1000 내에서 
능숙하게 더하고 빼기 

 
측정 및 데이터 

 데이터 표현 및 해석 –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 그리기; 막대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 
풀기 

 0.5 인치와 0.25 인치가 표시된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서 측정 데이터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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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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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