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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정
과

 데
이
터

 

 길이에 따라 물건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물건의 길이를 비교한다.  

 비표준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물체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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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비표준 측정 단위를 선택한다. 

 같은 비표준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두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선택한 비표준 측정 단위가 물체를 측정하는 제일 효과적인 

도구인지를 설명한다. 

 실생활에서의 측정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 

 

 

A 인형은 18 큐브 높이이다. B 인형은 

8 큐브 높이입니다. A 인형은 B 

인형보다 10 큐브 높다. 런치박스가 

사물함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인지를 

사기 전에 확인해야합니다.  비표준 

측정을 사용하여 런치박스가 

사물함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측정 문제의 예 

새 런치박스를 사고싶습니다만 사기 전에 런치박스가 

사물함에 들어가는 크기인지를 알아야합니다.  

런치박스가 사물함에 들어가는 크기인지를 확인할려면 

어떤 비표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까? 

제일 짧은 것 

제일 긴 것 

제일 높은 것 

제일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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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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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데
이
터

 

 "더 짧다/길다", "제일 짧다/길다", "제일 낮다/높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3 가지 물체의 길이를 표현, 비교하고 순서를 

매긴다. 

 적절한 비표준 측정 도구(페니, 시리얼, 발자국 등)를 사용하여 집 

주변의 물체 길이를 잰다. 

   

 일상생활에서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키, 몸무게, 온도를 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앞으로 점프하는 길이를 측정하자.  땅에 시작을 나타내는 선을 

그리고 앞으로 점프하여 착지 지점을 표시한다.  적절한 비표준 

측정 도구를 고르고 점프한 길이를 잰다.  2 번 이상 점프하여 각 

길이를 같은 비표준 측정 도구로 잰다.  3 번 점프한 것을 "제일 

짧다"와 "제일 길다"를 사용하여 비교해본다.  

이 활동은 학생의 종합력과 지구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 단계에 따라 물체의 선 측정(길이, 폭, 높이)을 한다.  

 

o 측정할 물체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비표준 측정도구(큐브, 

숫자 세기용 곰돌이, 종이 클립 

등)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연필의 길이를 잴 때 종이 

클립이 적절하나 신발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o 같은 측정도구를 끝에서 

끝까지 겹치거나 빈공간이 

없도록 나열한다. 

 

 

 측정단어 연습을 도와주는 온라인 자료: 
http://www.ixl.com/math/grade-1/compare-objects-length-and-height 

 

 비표준 측정 단위로 사용되는 물건을 

물체의 크기에 따라 선택해야합니다.  

종이 클립은 연필보다 짧음으로 연필 

길이를 측정할 때 적절합니다. 신발은 

연필보다 길으므로 연필 길이를 측정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
발
선

 X 1번 점프 

X  2번 점프 

X  3번 점프 

 

    

책은 4 큐브 길이입니다. 

연필은 필통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연필이 필통에 

들어갑니다.   책은 

필통보다 깁니다. 그래서 

책은 필통에 안 들어갑니다. 

필통 

http://www.ixl.com/math/grade-1/compare-objects-length-and-h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