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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학생 평가 계획
어느덧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훌쩍 지나가고 나뭇잎들이 초록빛으로 무성해지고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늦은 등교 개학이 시작된 요즘
학부모님들 걱정과 염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학생들
학습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과 잘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니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수업시수와 일수가 감축되고 등교수업도 주1회로 등교함에 따라 평가 관련해서 학생
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이 과중 되지 않도록 평가를 축소하여 운영하라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지침이 있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지침에 의거 평가 계획을 축소, 필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3학년 1학기
학생평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학생 교육 활동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3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시기 및 운영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은 주간학습안내, 학급 알림장에 공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참된 학력을 기르는 본 평가를 통해 보다 알차고 보람 있는 교육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교육 과정상의 성취기준 도달도를 측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평가 방법 : 논술형, 포트폴리오, 보고서, 관찰법, 체크리스트법, 일화기록,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3. 평가 단계 : 4단계(매우 잘함/잘함/보통/노력요함)
4. 평가 결과 통지 : 연 2회
(1학기 종료일인 8월 31일, 2학기 12월 말)
5. 평가 원칙 :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타당도, 객관도를 고려하여 신뢰성 확보
6. 기대 효과:
1) 교사별 평가, 다양한 수행 평가 및 정의적 능력 평가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강화
2) 학생의 참된 학력을 중시하는 성장중심 평가 계획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 교육 만족도 개선
※ 교과별 평가 세부 안내-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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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안 초 등 학 교 장

[붙 임] 3학년 1학기 교과별 평가 계획
단원

성취기준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
시기

7. 반갑다,
국어사전

★문법[4국04-01] 낱말을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찾을 수 있다

서술평가

7월

8. 의견이
있어요

★읽기[4국02-01] 문단과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서술평가

7월

누가기록평가

6월

보고서

6월

국어

2. 인내하며
도덕 최선을 다하는
생활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사회

글을 읽고 인물의 의견과 그 까닭을
안다

★[4도01-03]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내하며 최선
위해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을 다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이유를 탐구하고 생활 계획을
노력할 수 있다
세워 본다
★[4사01-04]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소개 하기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3.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 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
래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서술평가

7월

5. 길이와
시간

★[4수03-03] 길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 mm와 1 km의
단위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하고 어림할 수
있다.

1cm 보다 작은 단위, cm와 m,
km단위 이해하고 알맞게 사용

서술평가

6월

6. 분수와
소수

★[4수01-12] 분모가 같은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
분수끼리, 단위분수끼리 크기를
요
비교할 수 있다

서술평가

7월

과학

★[4과02-03]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사용되는 예를
4. 자석의
우리 생활에서 자석은 어떻게
조사하고, 자석의 성질과
이용
이용될까요?
관련지어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서술평가

6월

체육

5. 안전

★[4체05-01] 신체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신체 활동 안전
원인을 탐색한다.

서술평가

6월

★[4음 02-01] 3~4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음악과 함께 행진해요

실기평가

6월

미술 작품을 살펴보고 작품과
관련된 분야 찾기

실기평가

6월

수학

음악 2. 느낌을 담아

미술

6. 알면
★[4미03-01] 미술 용어를
알수록
사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재미있는 미술 설명할 수 있다.
3. Sit Down,
Please

★[4영04-02] 구두로 익힌
낱말이나 어구를 따라 쓰거나
보고 쓸 수 있다.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 쓰기

서·논술형

6월

4. How many
apples?

★[4영03-04]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과일을 나타내는 낱말을
이해하고 읽기

서·논술형
관찰평가

7월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