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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전통적인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전통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설명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이야기한다. 

 등장인물의 행동이 사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같은 작가가 쓴 이야기들 속의 중심 생각, 주제, 등장인물을 비교한다. 

 삽화가 분위기/무드와 이야기 요소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한다. 

 전통적 이야기의 종류  

 설화/옛날이야기(Folktale) 

 

신화(Myth) 

 

전설(Legend) 

 

우화(Fable) 

 

 

    

언
어

: 
어

휘
 

 문장 내의 힌트를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한다. 

 비문자적 단어와 표현을 통해 문자의 뜻을 식별한다. 

 접두사와 접미어가 어원에 붙여진 새로운 단어의 뜻을 알아낸다.  

 함께 토론할 때 생각을 적절히 설명하고 적절하게 이해한다.  

 문자 그대로의 표현 비 문자적 표현  

 그는 키가 크다. 

그녀는 똑똑하다. 

그는 거인이다. 

그녀는 지식의 백과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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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된다. 

정
밀

함
 

확장, 강화, 

윤색하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한다. 

 생각을 연장하고 조절하여 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여러 직접적인 인용, 예, 자세한 

설명/세부사항 등을 사용하여 

글에서의 요점을  입증한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성취할 만하지만 도전적인 읽기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안다. 

 도전적인 글 읽기를 통해 노력과 동기, 

인내를 보여준다. 

 이야기 속의 여러 등장인물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인내하는지를 알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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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다양한 전통적인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과 주요 

세부사항을 찾는다.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이야기들의 주제, 배경, 등장인물, 

줄거리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비교와 대조)  

 그림/삽화를 분석하여 분위기와 이야기 요소에서의 강조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한다. 

 등장인물의 행동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매일 밤 독서를 한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읽는다. 카드에 이야기 속 사건을 적고 

섞은 후 차례대로 나열해 본다. 카드 속의 사건을 

연기해본다.   

연장학습: 이야기의 일반적인 차례를 섞어 본 후 새로운 

차례로 이야기가 되는지를 본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그림/삽화를 그린다. 

 좋아하는 전통적인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근 도서관에 

가서 대체 버젼을 찾아본다.  아는 이야기와 대체 버젼의 

이야기 요소가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를 일고 함께 이야기해 

본다. 

예:  신데렐라(유럽판), 무플로의 아름다운 딸(아프리카 
이야기), Yeh-Shen(중국 신데렐라 이야기) 

언
어

: 
어

휘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찾은 은유법의 예를 기록한다. 

 이야기에 대한 공동토론에 참가한다. 

 단어와 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문장 내의 힌트를 

찾는다. 

 접두사와 전미사를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본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우스꽝스러운 비유적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한다. 예: "쓰레기통은 입이 큰 개구리. 쓰레기를 한입에 

먹어버리죠." 

 비유 게임을 한다.  방법: 부모가 물건의 이름을 말한다. 

아이는 부모가 말한 물건을 비유적 표현을 한다.  

부모: "나무" 

아이: "나무는 우산이야. 우리 집을 덮고 그늘을 제공해줘요." 

 형용사를 생각해보고 "ly"를 접미사로 넣고 만들어진 새 

단어를 표현해 본다.  예: Slow + ly = slowly 

 어원        =ly 새로운 뜻  

 clear clearly in a clear way  

 quick quickly in a quick way  
     

용
어

 분위기(mood): 작가가 독자를 

위해 만드는 느낌. 

이야기 요소(story elements): 이야기의 부분. 

(예:등장인물, 문제, 해결, 줄거리 등) 

주제(theme): 문장의 중심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