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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수학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이 2 학년 말까지 20 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잘 알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T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 따른 학습 목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
하

 

 특정한 특성(예를 들어 면, 각의 수, 각도 등)을 갖은 이차원의 도형을 알고 그린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면, 모서리, 꼭짓점 등 특성에 따라 삼차원의 도형을 안다. (정육면체, 원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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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수학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
합

력
 

부분적인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또는 독특한 전체를 

형성한다. 

 삼각형과 사각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도형을 만든다.  

 

 

 이차원 도형의 속성에 대한 

사전지식을 사용하여 3 차원 도형의 

속성을 찾아본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특정 속성을 

갖은 도형을 찾고 그린다. 

 

생각을 부분으로 나누고 아는 

것을 적용하며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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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기
하

 

 도형을 알고 설명하고 그린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교(탱그램), 패턴 블록, 기하판 등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만든다.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도형을 

만든다. 

 속성에 따라 도형을 찾고 규칙을 만든다. 

규칙: 이 도형은 4 개의 모서리와 각이 있습니다.   

모두 사각형입니다. 

 

 

 특성에 따라 삼각형을 찾는다.  

 주위의 물건 중, 이차원과 삼차원인 도형을 

찾아본다. 각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점토와 찰흙, 이쑤시개, 파이프 클리너로 

모양/도형을 만든다.  만든 도형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차원 도형을 잡지 등에서 찾아서 

오려둔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오려둔 도형을 모아서 

그림을 완성한다.  그림에 몇 개의 도형이 있는지를 센다. 

 가족과 도형 수수께끼를 만든다.  예: "나는 4 개의 변과 4 개의 각이 

있어요.  나는 무엇일까요?" 

 블록, 잡지, 인터넷 등에서 이차원이나 삼차원 도형을 나눈다. 

도형과 모양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설명한다.   

 집에서 삼차원 도형을 찾아본다. 도형을 그리고 면(face), 

모서리(edge), 꼭짓점(vertex)을 적는다. 

학습을 돕는 웹사이트: 

http://www.pennsauken.net/~immath/etools/shapes/index.html 

http://www.pennsauken.net/~immath/etools/draw/index.html 

http://illuminations.nctm.org/ActivityDetail.aspx?ID=27 

 

 

면 

  

꼭짓점 
 

모서리 

 삼차원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차원 도형의 리스트를 

만든다. 

덧셈과 뺄셈을  

계속 연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