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년 2학기 과정중심평가 계획
< 국어과 수행평가 >
순

단원
2. 소리와

1

모양을 흉내
내요

성취기준
(문학)

2

표현해요

· 그림에 알맞은 흉내 내는

느끼고 그림에 알맞은

그림에 알맞은 흉내 내는

말놀이를 통해 말의

말 찾기

흉내 내는 말을 여러

말을 찾을 수 있다.

재미를 느낀다.

가지 찾을 수 있다.
문장 부호의 쓰임을

[2국04-03] 문장에 따라

·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고

알맞은 문장 부호를

문장을 바르게 쓰기

(듣기•말하기)
4. 바른

[2국01-04] 듣는 이를

자세로 말해요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4

5. 알맞은

(읽기)

목소리로

[2국02-01] 글자, 낱말,

읽어요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알맞은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바른 자세와 분명한

말하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알맞은 목소리로 글 읽기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고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2국03-04] 인상 깊었던

· 자신이 겪은 일이 잘

글로 써요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드러나게 일기 쓰기

자세히 일기를 쓸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고 있으나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서술평가 10월

부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빠르기가 알맞게 글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평가 9월

있다.

빠르기가 알맞고, 실감

생각이나 느낌이

내는 말을 찾는 데

잘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관찰평가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10월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빠르기가 알맞지 않아

구술평가

읽은 내용이 잘 전달되는 관찰평가

11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생각이나 느낌이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도록 일기를 쓸 수 드러나도록 일기를 쓰는
있다.

시기

그림에 알맞은 흉내

바른 자세로 말할 수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노력요함

평가
방법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구술평가

나게 글을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9. 겪은 일을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알고 문장에 따라

있다.

(쓰기)
5

보통

[2국05-03] 여러 가지

사용한다.

3

잘함
흉내 내는 말에 재미를

(문법)
3. 문장으로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내용 및 도구

데 어려움이 있다.

서술평가 12월

< 수학과 수행평가 >
순

단원

성취기준
[2수01-06] 두 자리

1

2. 덧셈과
뺄셈(1)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

3. 여러 가지
모양

삼각형, 사각형, 원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3

[2수03-02] 시계를

보기와 규칙

보고 시각을 ‘몇 시 몇

찾기

분’까지 읽을 수 있다.

있다.

삼각형, 사각형, 원의

삼각형, 사각형, 원의

삼각형, 사각형, 원의

· 삼각형, 사각형, 원의

모양을 정확하게

모양을 부분적으로

모양을 구별하여 찾는

모양을 구별하여 찾고,

구별하여 찾고,

구별하여 찾고,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그것들을 이용하여
가지 모양을 꾸밀 수

가지 모양을 꾸밀 수

간단한 모양을 꾸밀 수

있다.

있다.

있다.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시

시 30분을 정확하게

시 30분을 정확하게

30분을 말하고, 몇 시, 몇 시

말하고, 몇 시, 몇 시

말할 수 있으나, 몇 시,

30분을 모형 시계로

30분을 모형 시계로

몇 시 30분을 모형

나타내기

정확하게 나타낼 수

시계로 나타내는 데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물체, 무늬, 수 등의

물체,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규칙을

배열에서 규칙을

[2수04-01] 물체,
5. 시계
4

보기와 규칙
찾기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을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을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을
있다.

모양 꾸미기

· 물체, 무늬, 수 등의

평가
방법

시기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과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과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과

있다.

모양을 꾸밀 수 있다.

5. 시계

노력요함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2수02-03] 교실 및

2

보통

부분적으로 계산할 수

수 있다.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잘함

능숙하게 계산할 수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계산하기

생활 주변에서 여러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내용 및 도구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말하기 정확하게 찾아 말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찾아 말할
수 있다.

서술평가 10월

서술평가 11월

시계를 보고 몇 시, 몇
시 30분을 말하는 데,
몇 시, 몇 시 30분을

서술평가 12월

모형시계로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체,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술평가 12월

< 바른 생활과 수행평가 >
순

단원

성취기준

1

가을1. 내 이웃
이야기

[2바05-01] 공공장소의 올바
른 이용과 시설물을 바르게 사
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내용 및 도구

잘함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하는 질서와 규칙을

일 알기

알고 이를 꾸준히
지킨다.

[2바06-02] 추수하는 사람들
의 수고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
른다.

2

가을2. 현규의
추석

3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
겨울1. 여기는 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
우리나라 를 다진다.

4

겨울2. 우리의
겨울

[2바08-01] 상대방을 배려하
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 추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이 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것 그리기
· 비밀 친구가 되어
친구에게 도움 주기

추수해 주신 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를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보통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말하거나 쓸 수 있다.

노력요함

평가
방법

시
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칙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이

서술평가 10월
관찰평가

있다.

추수해 주신 분들의 여러
추수해 주신 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를 알고, 감사의
가지 수고에 대해 말하거나 서술평가 9월
관찰평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을
쓸 수 있다.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통일
이 된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 된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 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실기평가 11월
싶은 것을 떠올리며 표현할
싶은 것을 떠올리는 데 어
싶은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수 있다.
려움이 있다.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관찰평가
을 알고, 비밀 친구가 되어
을 알고, 비밀 친구가 되어 을 알고 있으나 실천하는 상호평가 1월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자기평가
친구를 도와준다.
데 어려움이 있다.
다.

< 슬기로운 생활과 수행평가 >
순

단원

성취기준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내용 및 도구

잘함

보통

노력요함

평가
방법

시
기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
1

가을1. 내 이웃
이야기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
을 탐색한다.

·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를 찾을 수 있고 시설 를 찾을 수 있으나 시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

물의 종류와 쓰임을 말 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를 찾는 데 어려움이 서술평가 9월

탐색하기

이나 글로 표현할 수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있다.
있다.
추석에 대해 알고

2

가을2. 현규의
추석

[2슬06-03] 추석에 대해 알압
고 다른 세시 풍속과 비교한
다.

·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

설날과 추석과 설날의

설날과 비교하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거나 쓸 수 있다.

데 어려움이 있다.
추석에 대해 알고
설날과 추석의 모습을
말하거나 쓸 수 있다.

추석에 대해 알고 있으
나 설날과 추석의 모습
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서술평가 9월

3

[2슬07-01] 우리나라의 상징
겨울2. 여기는 과 문화를 조사하여 소개하는
우리나라 자료를 만든다.

4

겨울2. 우리의
겨울

·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기
· 겨울 날씨의 특징과 그에

[2슬08-01] 겨울 날씨의 특징
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
짓는다.

따른 주변의 생활 모습과
필요한 생활 도구를 관련
짓기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여러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간단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특징
가지 특징을 자세히 조사하
한 특징을 조사하고, 친구 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포트폴리 12월
오평가
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소
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있다.
개글을 만들 수 있다.
겨울 날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주변의 다양한 생활
모습과 필요한 다양한 생활
도구를 관련지을 수 있다.

겨울 날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주변의 생활 모습과
필요한 생활 도구를 관련지
을 수 있다.

겨울 날씨의 특징과 그에
따른 주변의 생활 모습과
관찰평가 12월
필요한 생활 도구를 관련짓
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즐거운 생활과 수행평가 >
순

1

단원

성취기준

가을1. 내 이웃
이야기

[2즐05-01] 이웃의 모습과 생
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이웃
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한
다.

2

가을2. 현규의
추석

3

[2즐07-01] 우리나라의 상징
겨울3. 여기는 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우리나라 다.

4

겨울2. 우리의
겨울

[2즐06-03] 여러 가지 민속놀
이를 한다.

[2즐08-01] 겨울의 모습과 느
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평가내용 및 도구

평가기준 및 결과
잘함

보통

노력요함

평가
방법

시
기

그림 속 옛날
· 그림 속 옛날 이웃들의

이웃들의 모습을

모습을 점묘화로 표현하기

점묘화로 다채롭게

그림 속 옛날 이웃들의 모 그림 속 옛날 이웃들의 모
습을 점묘화로 표현할 수 습을 점묘화로 표현하는 데 실기평가 10월
있다.
어려움이 있다.

표현할 수 있다.
· 투호 놀이, 비사치기하기

·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체험하기
· 여러 가지 재료로 눈사람
만들기

놀이 규칙을 알고 규칙에 놀이 규칙을 알고 규칙에 놀이 규칙을 알지 못하고,
관찰평가
맞게 투호 놀이와 비사치기 맞게 투호 놀이나 비사치기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한 자기평가 9월
를 즐길 수 있다.
를 즐길 수 있다.
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놀이의 방법을 알고, 놀이
놀이의 방법을 알고, 놀이
규칙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에 즐겁게 참여한다.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놀이의 방법을 알지 못하 관찰평가
11월
며,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 자기평가
한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눈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
눈사람을 만드는 데 어려움 실기평가 1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
수 있다.
이 있다.

< 안전한 생활과 수행평가 >
성취기준

평가내용 및 도구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
방법

시
기

순

단원

1

3. 소중한
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
[2안02-05] 자동차에서의 안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
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꾸준 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
관찰평가 10월
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를 실천하기
는 데 어려움이 있다.
히 실천한다.
하려고 노력한다.

2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화재 발생 시 상황과 장소
[2안04-02] 화재 발생 시의
화재 발생 시 상황과 장소
·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방법 연습 에 맞는 적절한 대피 방법
화재 발생 시 기본적인 대
대피 방법을 알고 안전하게 행
에 맞는 적절한 대피 방법
관찰평가 9월
하기
을 알고 신속히 대피할 수
피 방법을 안다.
동한다.
을 안다.
있다.

잘함

보통

노력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