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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문학적 글(이야기)과 정보적 글(정보제공)의 주요 차이를 설명한다. 

 인쇄 및 디지털 문장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답을 뒷받침한다. 

 문장 내의 이야기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삽화/그림과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한다. 

정
보

적
 교

재
 

 정보적 문장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는다. 

 문장에 관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한다.  

언
어

: 
어

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주어진 질문에  

답한다. 

 주제와 문장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한다. 

 타인과 이야기할 때 단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대화에서 타인이 한 말을 기반으로 한다. (말하고 적극적으로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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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
석

 

하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구조를 

시험하여 

전체구조를 

이해한다. 

 문학적 및 정보적 문장의 부분을 설명한다. 

 문학적 및 정보적 문장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는다. 

협
업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그룹의 

목표를 달성한다. 

 토론 써클이나 소그룹에서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교대로 

이야기한다. 

 타인과 함께 활동이나 과제를 끝낸다. 

 리터러시 센터에서 읽은 자료를 나누고 의견을 나눈다. 

 타인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타인의 물건을 아낀다. 

T 차트 원집합 

비교할 때 

사용하는 

도구 

…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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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문장을 듣거나 읽고 문학적 문장을 이루는 것의 예를 

말한다. 

 문장을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질문에 

답한다. 

 문장의 이야기 요소(등장인물, 배경. 문제, 해결)를 

표현하는 그림을 보고 단어를 듣는다.  

 매일 밤 책을 읽는다.   길가의 표지, 식품 포장지, 지시사항 등의 

글을 읽는다. 

 문장이 문학적 또는 정보적 문장인지를 어떻게 아는지를 설명한다. 

(예: "이 문장은 문학적 문장이예요. 왜냐하면...")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를 예상하고 문장에 대해 

질문한다. (예: "I wonder...") 

 책, TV 쇼, 영화 등 문장의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세부사항을 

응용하자! 

(예: " 이 이야기에서의 등장인물은...", "이 등장인물은 말하기를...) 

정
보

적
 교

재
 

 문장을 듣거나 읽고 정보적 문장을 이루는 것의 예를 

말한다 

 정보적 문장의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문장 기능을 사용하여 답한다. 

 많은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눈다: 문학적 또는 정보적  두 묶음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아이에게 질문한다. (예: "이 묶음은 문학/정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보 문장을 고른다. (예: 논픽션, 메뉴, 광고성 우편, 시리얼통, 표지, 

요리 레시피 등)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먼저 물어본다.  질문을 한다. 문장 특징(예를 들어 차례, 

머리말, 캡션 등)을 사용하여 답을 찾는다. 

언
어

: 
어

휘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알아본다.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 그림과/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차례대로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적는다. (예: "내가 모르는 단어 리스트") 

 모르는 단어를 읽거나 들었을 때 구분한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를 통해 알아낸다.  ________ 라고 말했지?  내 생각에 

________ 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용
어

 

문학적 요소: 이야기의 부분(예를 들어 

등장인물, 배경, 문제, 해결, 줄거리)을 

말한다. 

문장: 책, 웹사이트, 비디오, 메뉴, 잡지, 

포스터, 간판이나 사인 등을 말한다. 

문장 특징/문장 기능: 문장의 

일부분으로 읽는 이가 정보를 찾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제목, 

목차, 용어, 전자메뉴, 심벌, 굵은체 

글씨, 상표, 사진, 캡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