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대수학
 보태고, 제하고, 나누고 비교하는 상황에서
더하기 빼기 단어문제를 해결함
(예,.,상황에서 제한다는 것은 : “사과
다섯개가 탁자위에 있는데 몇개를
먹었으면 3개의 사과가 남았다. 사과
몇개나 먹었나?”)
 20이나 이하의 합계를 더하고, 20미만의
숫자를 빼면, 예를 들어10잣수에 기반둔

 평가함/라른 학생들의 답을 비판함 (예..,
“네 대답에 동의/반대한다. 왜냐하면”)
 수학의 모형들 (예., 방정식을 쓰며, 도표와
그라프를 만듬)
 지혜롭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함 (예., 측정
도구, 숫자선, 그림따위.)
 단어문제 해결의 합리성을 검토함 (예., “이
 단어문제를 푸는데 적절한 계책을 고름

더 빼어 9에 달한다)

평생 학습
능력

십자리수에 숫자감 (자리값)
 두자리숫자에서 밑기수가 무엇인지
이해할것

귀댁 자녀의

 더하기 빼기에 자리값을 이해하는 데

통지표의 변경사항을

사용함 (예., 39+5, 29+20, 64+27, 80-50)

이해시키는안내서

측정

 형태들을 합하여 형태를 만드는 것

 원과 사각형을 반이나 4배로 나뉨

계략지시
에드먼즈 학군에서 달성해야할 중요사항:






모든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배움
귀회의 균등
유치에서 3학년의 초등교육
삶의 준비가 된 졸업생들

이런것과 우리 계략지시의 딴 정보를 더 알기
원하면 다음 웹사이트를 찾아 주십시오.
www.edmonds.wednet.edu

문제해결, 추리,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를 이해하고 풀려고 끈기있게 버팀
 문제의 답을 잘 알려주며 다른이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함

쓰기
수학

시작, 3을 빼어 십자리에 반올림하고 1을

기하학

읽기

답이 말이 되는가?”)

방법을 써서 (예., 13-4를 풀려면, 13에서

 길이 단위로서 더 짧은 사물을 사용해서
사물의 길이를 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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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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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톤주에서는 영어 언어
교육과 수학에 신규정이 있다

쓰기

읽기
읽기기술
 모르는 단어를 알아내기 위해단어
분석술과 발음법(문자와 발음을
짝지음)을 사용함
 학년말에 가서는, 쉽고, 유연하고 정확히

본문형과 목적
 견해, 정보나 해설, 또한 토픽이내의
화법부분을 기록하는것, 사실이나 항목를
내포하고 서론과 결론의 어떤 감각을

평생 교육 기술과 노력

t

제시함

학년수준 본문을 소리내어 일게됨

절차
학생은 학년말까지 학년수준과 정보

 성인으로 부터 안내와 도움을 받아, 한

본문 내에서 아래 기재된 솜씨를

토픽에 좃점을 맞추고, 동료의 질문과

보여주게 됨:

건의에 답하고 글을 돋보이게 하는 항목을

독해력
 본문에 나오는 주요항목에 대한 물음에
문답을 함

보탬
 성인으로부터 안내와 도움을 받아,
다방면의 디지탈 도구를 사용 글을
생상하고 편찬하기 위함

 주요 항목을 사용 이야기속의 등장인물,
배경과 주요사건을 묘사함
 이야기를 말하는 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의 차이점을 설명함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모험과
체험을 비교하고 대조함
 주제를 알아내고 본문의 주요항목을
재론함
 다양한 본문 특징을 알고 사용함 (예,
머리말, 목차, 용어해설,아이콘)본문에
있는 중요항목이나 정보를 찾기위함
 같은 주제내에 있는 두 본문 사이에서
같은점과 다른점을 모색함 (예., 예문,
묘사나 순서)

언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 읽기쉽게 씀
 날짜와 사람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함
 문장의 끝에 구두점을 사용
 날짜와 여러개의 단어를 분리하기 위해
콤마가 사용됨

이 분야의 채점이 내용분야의 채점처럼 변
경되었다.
개정동 채점등급은 아래와 같음:
 4 모범 - 학생은 이 싯점에서 기대치를
초과하는 수준에 달했음
 3 능통 - 학생은 이싯점에서 기대치에
막게끔 노력함
 2 진보 - 학생은 이싯점에서 기대치에
가까운 노력을 함
 1 초보 - 학생은 기대치 이하의 수준에
서 노력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