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년 수학 뉴스레터
2 차 성적 산출 기간 1 회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 따른 학습 목표

수와 계산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MT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 네 자리 숫자를 한 자리 숫자로 곱한다.



곱셈을 방정식, 직사각형 배열 및/또는 영역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공식을 사용하여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찾는다.



미터 측정 시스템을 통해 크고 작은 단위의 관계를 설명한다.



크고 작은 단위를 통상적 측정 시스템을 통해 그 관계를 설명한다.



측정 시스템 내에서 크고 작은 단위를 변환한다.



측정 변환과 관련된 응용문제를 푼다.

**4 학년 수학에서 학생이 0-10 까지의 기본 곱셈과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및 학업 성공에 필요한 기술
(Thinking and Academic Success Skills-TASS)

노력/동기/근력

정밀함

TASS 란
확장, 강화,
윤색하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한다.

수학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터법과 통상적 측정 시스템 내에서 변환을 통해 측정 지식을
증가시킨다.



측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확장하여 미터법과 통상적 측정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한다.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어려운 곱셈 문제를 풀고 곱셈의 이해를
향상시킨다.
곱셈 문제가 어려울 때 적절한 교구와 도구를 골라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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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 수학 뉴스레터
2 차 성적 산출 기간 1 회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부분곱, 영역 모형, 직사각형 배열을 사용하여 자연수를



곱셈과 나눗셈 0-10 단을 연습한다.

곱한다.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수학 기본연산을 연습한다.
(예: 3 다스(dozen)는 달걀이 몇 개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방법(영역 모형, 직사각형 배열 등)을 곱셈
문제를 풀고 연습하기 위해 함께 나눈다. 수학 문제 풀이
전략이 다른 것을 설명한다.



집 주위에 있는 직사각형 물체를 찾아 적절한 공식을
사용하여 그 둘레와 면적을 측정한다.

예: P (둘레)= 2 x l (길이) + 2 x w (폭)



면적과 둘레의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A (면적) = b (밑변) x h (높이)



다양한 물체를 골라 각 물체 측정에 적절한 측정법을
결정한다. 적절한 측정을 예측한다.



집에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줄자, 체중계, 자, 시계, 측량 컵
등)를 사용하여 실생활(목공일, 바느질, 실제 시간, 요리
등의 상황에서)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도록 한다.



비교 측정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곱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적 질문에 답하고 적절한 이유를
제공한다.

부분곱의 예:

측정과 데이터

3 x 27 = (3 x 20) + (3 x 7) = 81
3 x 27 = 81
***************************
***************************
***************************



용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학교에서의 활동

MT



직사각형의 속성을 사용하여 직사각형의 둘레와 면적을
구하는데 효과적인 공식을 찾는다.

측정 단위 변환 규칙을 기록하는 표를 작성한다.

피트

인치

10
?
4

?
84
?

면적: 닫힌 도형의 부위를 덮기 위한 네모 묶음의 수.
통상적 측정 시스템: 미국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준. (예: 인치는 in, 피트는 ft, 야드는 yd 등)
공식: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
미터 측정 시스템: 십진법을 이용한 측정 단위. (예: 센티미터는 cm, 미터는 m, 킬로미터는 km 등)
둘레: 닫힌 모형의 주위 길이 전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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