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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어 언어
1 읽기 레벨
Rdg: 읽기 레벨
2 읽기
Rdg: 익숙치 않은 단어를 읽기위해
다양한 방S을 사용한다
Rdg: Sight Words와 ] 단어를
abc한다
Rdg: 단어의 i을 jkl기위해
다양한 방S을 사용한다
Rdg: _수를 bbm qrlX 수d한다
Rdg: 문T yzm {|}이~ 레벨•€
„해…†을 ‡ˆ다
Rdg: def 이‹기를 다[ Œ• 수 Ž다
Rdg: •o와 s• ‘용을 이용해
”•• 수 Ž다
Rdg: ™š• 수 Ž~ 레벨•€
„해…†을 ‡ˆ다
Rdg: ž교lX Ÿ 한다
Rdg: ^문을 분석lX ¡한다
Rdg: 적절한 §w, 어S, ¨ ,
«¬-m 읽~다
3 ²기 (Wrt)
Wrt: 생¶을 ·}어 ¸다
Wrt: 생¶을 dš한다
Wrt: ‡d …†을 ‡ˆ다
Wrt: 문S, ¿T, x À을 ÁÂ한
Åd을 적용한다
Wrt: s•‘용, Æ, 이Ç를 사용해
생¶을 지지한다
Wrt: ½사´/u지v T¾을 이용해
생¶과 지식을 의사ÃÄ한다
4 Ê기와 Œl기 (LS)
LS: 선생님과 학생}의 Œ을
Ë기ÌÍ ÊX 적절f Î응한다
LS: Å†적 rœ•
ÑÍ한다
LS: ÓVn 문Ô-m
de기 Œ한다
LS: ^문과/Ù~ u지Ú –—m ˜c의
ƒÛ를 사용해
d‡를 의사 ÃÄ한다

1‐5 학Ý 기Þ
1

2

3

LS: 적절한 단어와 문번을
사용한다
B. 수학 (Mth)
Mth: 수학적 개념의 응용과
지식을 이해한다
Mth:TUV을 WX
기^ 사_을 `다
Mth:def gh을 한다
Mth:적절한 방S을 사용해 문Tmn
문o를이해lX p다
Mth:언어, st, u지v wx를 사용해
문o를 •‚, ƒ‚한다
Mth:수학적 ‰Š을 `다
C. 과학 (Sci)
Sci: de한 ’“을 한다
Sci: d‡, ’“, u지v –—m˜c
›š적ˆ 결œ을 ‘•다
Sci: • 개념, ‘용, yšX 단어를
이해한다
Sci: ¢£¤ŽX ¥†l~
©ª을 ‡ˆ다
D. 사® (SS)
SS: • 개념, ‘용, yšX 단어를
이해한다
SS: ½사´/u지v T¾을 이용해
SS: d‡를 사lX
의사 ÃÄ한다
SS: 문€를 읽X 해석한다
E. ÆÈ (Art)
Art: ¹É, 방S, 과d yšX
T¾}을
이해한다
Art: ¢£¤ŽX ¥†l~
©ª을 ‡ˆ다
F. —Ï (PE)
PE: —Ï ÐU•
적Ò적-m ÑÍ한다
PE: µ£과 ÐU• Õ”한
Ö—적 ×Ø을 ‡ˆ다
PE: ¢£¤ŽX ¥†l~
©ª을 ‡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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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k
1 ¯à
Vocal: • 개념, ‘용
yšX 단어를 이해한다
Vocal: ¨k ÐU• ÑÍ한다
Vocal: ¢£¤ŽX ¥†l~
©ª을 ‡ˆ다
2 k기
Instr: 레á과 šâ••
Þž를 lX ã다
Instr: …†과 기숙의
TÖ¤을 ‡ˆ다
Instr: ¢£¤ŽX ¥†l~
©ª을 ‡ˆ다
H. 과o 학ª …† (WSS)
WSS: 숙o와 Þž´을
Þž를 lX ã다
WSS: 지[를 äå다
WSS: æ적ˆ …†을
‡ˆ다
WSS: „ç적-m 과o를 ÓV • 수 Ž다
WSS: [\을 è과적-m 사용한다
WSS: 최선을 다한
결과´을 ‡ˆ다
WSS: 읽기 쉽µ 글을 쓴다
WSS: 과목 전Î• 걸쳐 Õ”한
컴퓨c와 키‡³ 사용…†을 적용한다
I. 개ˆ적/ 사®적 ×Ø (PS)
PS: Vˆ과 |이}의 ¤d, 의견
yšX ´건을 존중한다
PS:수Z과 ã라ˆ ÐU•
Å 적, Å†l~ ©ª을 ‡ˆ다
PS:T기 절을 • 수 Ž다
PS:¢£¤Ž~ 선택을 한다
PS:u지v [민’, ˆc넷 `전
yšX ¢£¤Ž~ 컴퓨c 사용을 한다

분기/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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