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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자세한 배경과 사건을 예로 들어 작가의 메시지를 찾는다.  

 등장인물의 행동과 이야기 속 사건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야기의 요소와 줄거리를 찾는다.  

 이야기 속 사건과 위기에 대한 등장인물의 반응(등장인물의 얼굴에 나타나는 갈등 또는 

문제)을 기초로 하여 주제와 중심 메시지(이야기에 깔린 메시지)를 찾는다. 

 글 중에 있는 등장인물이 직접 한 말과 주요 상세상황을 증거로 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언
어

: 어
휘

  시그널 워드(접속사·대명사·관사·전치사-예:however, similarly, in addition)를 사용하여 글에 

동의 여부를 표현한다. 

 문장을 통해 동형이의어의 뜻을 찾는다. (예: tear/tear, contract/contract)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과장법을 사용하여 설명한 문장과 인용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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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이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
연
성

 

새롭고 다양한 

생각과 전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며 

자유롭게 응용한다. 

 글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 등장인물과 화자의 관점 형성과 생각의 

변화를 안다. 

 작가의 과장법을 기초로 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찾고 

조절한다. 

 대화를 통해 타인의 생각을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을 재고한다. 

협
업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그룹의 

목표를 달성한다.  

 

 

 문학 그룹토론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룹토론과 활동 참여에서의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주제와 중심 메시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의견과 생각을 얻는다.  

 글에 관계된 주제/중심 메시지 (예: 두려움)에 대한 특정 질문을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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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모험소설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다룬 소설(tall tales)의 

등장인물을 찾는다. 

 멀티미디어 자료(비디오, 미술, 책 등)를 사용하여 작가가 

이야기의 주제, 분위기, 글의 어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석한다.  

 작가가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분위기, 글의 어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인지와 이야기의 사건과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직접 및 간접적인 말을 인용하여 답을 뒷받침한다.   
o 직접적인 말 인용의 예-“Anthony,” said Strega Nona, “You must 

sweep the house and wash the dishes.” 

o 간접적인 말 인용의 예-“Big Anthony had a nice bed to sleep in, 
right next to the goat shed, and he had food to eat.” 
Depaola, Tomie (1979).  Strega Nona.  New York: Aladdin Paperbacks. 

 모험소설이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다룬 소설(tall tales)을 포함한 

다양한 글과 책을 읽는다. 
모험소설은 액션, 영웅과 악당, 실제 

있었던 이야기 또는 판타지 등을 

포함한다.  (예: Jean Craighead George 의 

Julie of the Wolves) 

믿기 힘든 이야기를 다룬 글(tall tales)은 

자연이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하기 

힘든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예: Jane MasonPaul Bunyan and Other Tall 

Tales) 

 이야기, 영화 그리고 음악의 메시지를 찾고 설명한다.  

가능한 질문: 

o 자신의 기분에 좋아하는 노래나 책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o 영화적 요소(조명, 대사, 등장인물 간의 상호작용,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작가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등장인물의 행동이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언
어

: 어
휘

 

 시그널 워드(접속사·대명사·관사·전치사)의 사용이 맞는지를 

판단한다. 

 tall tale 에서 과장법의 예를 찾아서 등장인물과 과장법과의 

관계를 함께 토론한다. 

 문맥을 이용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o 반에서 학생의 책임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규칙 계약을 

만든다. 

o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학생은 항상 손을 씻어야한다. 

 시그널 워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예: 음식, 맡은 임무, 여행)로 

결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similarly”를 사용하여 동의함은 나타낸다. “however”를 사용하여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한다. 

 잡지, 신문, 만화책 등에서 동형이의어의 예를 찾는다. 

 과장법을 들을 때마다 적어서 단어장을 만든다.  과장법은 강한 

느낌이나 표현을 떠오르게 할 때에 사용하는 극단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말 그대로의 뜻은 아니다. 

예:  John Henry 는 태어날 때 손에 망치를 들고 태어났다. 

용
어

 

분석(analyze): 하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구조를 시험하여 

전체구조를 이해한다. 

분위기(mood): 작가가 독자를 

위해 만드는 느낌. 

줄거리(plot):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 문제,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하거나 연속성을 

정리한 것.  
 

문학적 요소(story elements): 

이야기의 부분. 예를 들어 

등장인물, 배경, 문제, 해결, 

줄거리 등을 말한다. 

관점(point of view): 화자의 눈 

또는 글을 읽는 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 

글의 어조(tone): 작가의 주제에 

대한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