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성장 중심 평가 계획>
교과

영역

성취기준

교과용도서
관련단원

평가요소

평가 유형
및 방법

5. 중요한
설명하는 말을 듣고 내용
내용을
논술형
간추리기
적어요.
국어
<사회(일반사회)와 통합평
쓰기[4국03-01]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2. 문단의 가>
쓰기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 논술형
갖추어 문단을 쓴다.
짜임
갖추어 문장쓰기
[4사01-05]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관한
<성취기준 통합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3. 교통과 통신
사회 일반사회
과정과 그에 따른 생활 모습 논술형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수단의 변화
의 변화 설명하기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 국어 쓰기와 통합평가 변화를 설명한다.
듣기·
듣기·말하기[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말하기

시기

6월

6월

6월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자연․초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체크리스트
6. 생명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도덕 월과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
자기평가 7월
존중하는 우리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정의적>
관계 려는 태도를 가진다.
보호하려는 태도 갖기

수학

[4수02-01] 직선, 선분,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4수02-09]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
<성취기준 통합 평가>
한 분류 활동을 통하여 직각삼각형, 예각삼각
다양한 선과 각, 삼각형과 사
도형 형, 둔각삼각형을 이해한다.
2. 평면도형
논술형
각형을 구별하고 그 성질을
[4수02-10]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이해하기
활동을 통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 마름모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6월

[4수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수와
할 수 있다.
연산
[4수01-06] 곱하는 수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인 곱셈에서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성취기준 통합 평가>
한 자리 수 또는 두 자리 수의
논술형
곱셈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어
림하기

6월

<성취기준 통합 평가>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고, 길이 단위 논술형
의 관계를 이해하며 이를 이
용하여 측정하기

7월

4. 곱셈

 시각과 시간
[4수03-02] 초 단위까지의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5. 길이와
측정  길이
시간
[4수03-03] 길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1mm와 1km의 단위를 알고, 이
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4과02-01]
자석을 이용한 생활용품의 예를 알고
운동과
4. 자석의
편리한 점을 자석의 성질과 관련지어 비교할 수
이용
에너지 있다.

자석의 성질과 원리를 알
고 자석을 이용한 장난감 실기평가 6월
만들기
과학
지구와 [4과16-04] 달을 조사하여 모양, 표면, 환경을 이해 5. 지구의 지구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을 달과 비교하 서술형 7월
모습
우주 하고 지구와 달을 비교할 수 있다.
여 설명하기
자기평가,
[4체01-05]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알고 생활 속에 1. 건강과 올바른 손 씻기와 이 닦기
실습 평가 6월
서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체력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정의적>

체육

건강

음악

[4음02-01] 3∼4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Ⅱ-2. 음악
감상
[4음02-02] 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을 듣 동물원으로
고 느낌을 발표한다.

미술

영어

<성취기준통합평가>
동물을 표현한 음악을 듣
실기평가 6월
고 어떤 동물을 표현한
곡인지 구별하기
계절 속이 색의 느낌을
[4미02-03]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주 1. 내생활
표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 실기평가 7월
제를 탐색할 수 있다.
속의 색
현하기
[4영01-05] 한두 문장의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3. Sit 지시를 나타내는 말을 듣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체크리스
듣기
Down, 고 관련된 그림을 고를
6월
[4영02-03]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쉽고 간단한 낱말
트
please. 수 있다.
이나 어구,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4영04-02] 구두로 익힌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쓰거
4. How
나 보고 쓸 수 있다.
채소나 과일을 나타내는 낱말
쓰기
many
논술형 7월
[4영04-03]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쉽고 간단한 낱말
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
apples?
이나 어구를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