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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
학

 

 일련의 사건과 과정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야기 구조에 그림/삽화와 문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찾는다. 

 화자의 관점이 사건을 표현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전통적인 이야기(신화, 전설, 민담, 우화)에서 등장인물이 위기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여 

이야기의 주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설명한다. 

 두 개 이상의 등장인물, 배경, 사건 또는 장르(미스터리, 신화, 전통적인 자서전)를 비교 

대조한다. 

 시각적 요소와 멀티 미디어 요소가 어떻게 문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증거를 사용하여 문학적 문장을 분석한다. 

정
보
적

 교
재

 

 같은 사건이나 주제의 다양한 관점을 분석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관점별로 적는다. 

 

언
어

: 
어
휘

  비슷한 말 또는 뜻이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 간의 관계를 비교한다. 

 직유와 은유와 같은 비유언어를 사용한다. 

 같은 그리스와 라틴 어근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자주 사용되는 숙어(idioms)의 뜻을 알고 설명한다. 

 

사고 및 학업 성공에 필요한 기술 

(Thinking and Academic Success Skills-TASS) 

 TASS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
합
력

 

부분적인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또는 독특한 전체를 

형성한다. 

 장의 표제, 제목, 사건이 다양한 문화의 

원전(신화)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문장의 간결한 요약을 만들 때 사건과 

자세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삽화나 그림이 이야기의 구조와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한다. 
 

초
인
지

 

개인의 생각을 알고 

점검하며 평가한다.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명하고 평가한다. 

 글의 분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 적절한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건과 자세한 세부사항에서의 힌트를 분석하여 미스터리 글에서의 

문제를 푼다. 

 계속 읽으며 미스터리의 특징을 찾는다. 

 읽고 토론한 후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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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대화, 등장인물의 관계, 위기, 등장인물의 동기에서의 단어 

선택을 통해서 작가가 어떻게 분위기를 만드는지를 안다.  

 미스터리와 신화의 등장인물을 찾고 분석한다.  

 등장인물의 문제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사건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주제(문장에서 주요 또는 숨은 메시지)를 찾는다. 

 이야기 구조, 관점, 서스펜스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위해 

작가가 사용한 문장과 삽화의 조합을 분석한다. 

 미스터리와 신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장을 밤마다 읽는다. 

 탐정/형사(힌트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장인물)를 

포함한 미스터리 연극을 만들고 연기한다. 

  
 

 

미스터리: 픽션의 일종인 글로 

독자가 힌트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글. 

신화: 일반적으로 몇 세대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 

 

 

토론 가능한 질문의 예: 

o 어떤 힌트가 미스터리를 

해결하도록 해주는가?  탐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토론 가능한 질문의 예: 

o 이야기에서 어떤 문화가 

강조되고 있나요?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정
보
적

 

교
재

  미 연방 헌법의 형태형성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헌을 찾는다. 

예: George Washington과 Benjamin Franklin 

 헌법 제정 회의와 관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사건을 읽고 분석한다. 

 미국역사박물관, 미국의회도서관, 마운트 버몬트 등 인근의 

천연기념물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즐긴다. 

 도서관에 가서 미국 정부와 과거 지도자들에 관한 책을 읽는다. 

어
휘

 

 비슷한 어근을 가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이용하여 어휘력을 

개발한다. 

접두사 어근 접미사 의미 

Trans-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Form (구조) -ed (과거형) Transformed는 

움직이거나 구조가 

바뀐다는 뜻이다. 

 문장에서 숙어를 찾아서 뜻을 추론한다. 

예: “Hold your tongue”는 “말하지 마.”라는 뜻이다. 

 단어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비숫한 말과 연관된 단어를 

비교한다. (예:hot- boiling, toasty, blazing, burning) 

 은유와 직유의 의미를 해석한다. 

 일상 대화에서 숙어(idioms)를 사용하며 연습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  작가가 사용하는 은유와 직유를 

나열하고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직유: "와 같이(like)" 또는 "처럼(as)" 

등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예: "그녀의 피부는 장미꽃잎 같다." 

은유/비유: 작가가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사용하는 

비유언어의 형태. 

예: "시간은 돈이다." 

 집에서 짝을 지어 함께 단어 게임을 한다. 

방법: "happy"와 같은 단어를 고른다.  2분 동안 비슷한 단어를 

쓸 수 있는 만큼 쓴다.  제일 많이 비슷한 말을 쓴 사람이 

우승자이다. 

 

용
어

 분석: 하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구조를 시험하여 전체구조를 이해하는 것. 

관점(point of view): 화자의 눈 또는 

글을 읽는 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 

이야기 구조: 이야기 요소를 

정리하고 조직화한 것. 

글의 어조(tone): 작가의 

주제에 대한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