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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등장인물이 주요 사건과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혼자 읽고 읽은 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등장인물들의 관점을 비교하여 각 등장인물들의 차이를 이해한다. 

언
어

: 
어

휘
   문맥에 있는 힌트를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파악한다. 

 뜻을 아는 각 단어를 사용하여 "cupcake" 또는 "football"과 같은 복합단어의 뜻을 예측한다. 

 접미사가 붙은 새로운 단어의 뜻을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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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
연

성
 

새롭고 다양한 

생각과 전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며 

자유롭게 응용한다. 

 

 등장인물이 직면한 도전의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여 찾는다. 

 사전과 단어집 등과 같은 다양한 책과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여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다. 

 그림과 문장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관점 차이를 비교한다. 

지
적

 모
험

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확실하거나 

도전적인 것을 

받아드린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눈 후 생각을 

적용한다. 

 문학적 글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자신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연구하고 그룹별로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문맥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예측한다. 

 대화를 통해 새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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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 등과 같은 주요 사건과 도전에 

등장인물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읽고 쓴다.  

 등장인물의 대화를 다른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며 등장인물의 

관점을 표현한다.  

 글을 읽고 가벼운(thin) 질문과 무거운(thick)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분류한다. 

 매일 밤 독서를 한다. 

 얇은 질문과 두꺼운 질문에 답한다. 

연장학습: 자녀에게 질문표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물어보게 한다.  

 신문의 짧은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다른 관점을 알아내고 다른 

목소리로 소리 내서 읽는다. 

연장학습:새로운 짧은 만화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역할을 연기해본다. 
가벼운(Thin) 질문 

 특정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질문개념이나 생각에 

대해 독자가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 

 질문은 많은 경우, Why? What? 

How? 로 시작함. 

무거운(Thick) 질문 
 큰 개념이나 생강에 대해 독자가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 

 질문은 많은 경우, Why? What? 

How? 로 시작함. 

 

언
어

: 어
휘

 

 모르는 단어나 절 리스트를 만들어 읽고 짝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각 단어의 의미를 통해 복합 단어의 의미를 예측해 본다.  

예: "birdhouse"는 새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추가함으로 어원이 많은 방법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협력하여 찾아본다. 

예: 

 

접두사 어원 접미사 새 단어 

pre- view -ed previewed 

re- view -ing reviewing 

un- view -able unviewable 

 

 시, 가사, 동요와 미국 동요를 읽고 모르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복합단어를 만들고 그 뜻을 예측하도록 한다. 

연장학습: 공책에 복합단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넣는다. 

 

 분필, 페인트, 사인펜으로 un, re, dis, pre 등의 단어 리스트를 

만든다.  

티팟 

(찻주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