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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적/사회적 발달 (PS)
PS: 성인과 아이들의 감정, 의견
그리고 물건을 존중한다
PS: 그Z [\에 ]^한다
PS: f기 gb^을 ah낸다
PS: `t 해e을 위해 다u한
vw을 사용한다
PS: {|감}U 선~을 한다
PS: ƒ의적이고 ƒg적인 [\에
‡ˆ한다
B. 과t/학‹^ (WSS)
WSS: ‘t… 과t물을 ’“해
학교에 —다
WSS:¡rm ¥¦다
WSS:개인 물건과 과t물을
© 정리한다
WSS:¬-적›œ 과tm ˜성® p }다
WSS:학교 Y과m © ¥¦다
WSS:a이에 적b한
컴퓨터 사용 능^을 °인다
WSS:µ선을 다한
e과물을 °인다
C. 영어 언어
1 읽기 (Rdg)
Rdg: 정§하c 이야기m 다r 말 ® p }다
Rdg: 다u한 질`에 답함›œ
¬해 내용의 이해m ah낸다
Rdg: 이야기속의 “슷한점과
다¦점을 안다
Rdg: •어의 운을 i고
말® p }다
Rdg: ijk ‰`fm 안다
Rdg: ijk l`fm 안다
Rdg: ijk에 ST하U
l리m 안다
Rdg: •어m 읽기 위해 vw을 적용한다
Rdg: Sight Wordm 안다
2 ‚기 (Wrt)
Wrt: a이에 적b한
손¶육/l¶육 능^을 사용한다
Wrt: f신의 이름을 ‰`f… l`fm
사용해 d다

분기/학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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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t: 생각을 만들어 낸다
Wrt: 이야기 내용을 말하기위해 그림을 그린다

Wrt: 그림에 ST하U
_`을 a이에 적b하c d다
Wrt: ijk과 ST하U l리m
적용한다
Wrt: pqrs x어y z사물을 이용한다
Wrt: •어 €• ‚기m 한다
3 „기… 말하기 (LS)
LS: 선생님과 학생들의 말을
Œ기•ˆ „고
적b” •T한다
LS:˜성™ `š›œ 말한다
LS:생각, 감정, 그리고 의견을
정§이 ¨•한다
LS:pqrs r ª«에 ‡ˆ한다
D. p학 (Mth)
Mth: ±u의 이름을 말하고 ²³® p }다
Mth: 분´하고 “교한다
Mth: 숫fm 안다
Mth: 숫fm 순서‰œ 셀 p }다
Mth: 숫f… 사물의
ST성을 이해한다
Mth: p학적 패턴을
이해한다
Mth: p학적 개념과 언어m
이해한다
E. 과학 (SCI)
SCI: 감각을 사용해 정°m p집, 탐색,
이해한다
SCI: 그래프… 챠트m 이용해
정°m 기록하고 정리한다
F. 사회 (SS)
SS; 다u한 `화Ž 존ž함을
이해한다
SS: 집, 학교, ¡역사회의
개념을 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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