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년 읽기/독해 뉴스레터 
3 차 성적 산출 기간 2 회 

2013 C 2.0 서밋-MCPS 교사모임 작성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  Division of ESOL Bilingual Programs •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Unit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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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이야기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다.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배경, 주요 사건을 아는 데에 삽화/그림과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한다. 

 이야기나 시의 등장인물의 경험을 비교한다. 

 이야기와 시에서 감각단어를 찾아 주요 메시지를 이해한다. 

나는 따뜻한 버터가 가득한 팝콘을 큰 공기로 한 그릇 다 먹었다. 
TASS 란 짜고 빠삭빠삭하다. 

팝콘을 사랑해요!  
 

언
어

: 어
휘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 나는 (비슷한) 형용사(수식하는 단어)와 동사(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다. 

 
 
 
 
 
 
 

 

 주요 속성에 따른 분류법을 만들어 단어를 정의하고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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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
합
력

 

부분적인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또는 독특한 
전체를 형성한다. 

 주요 세부사항과 그림 속의 정보를 합하여 이야기나 시가 

말하는 바를 말한다. 

 그림 정리표(graphic prganizer)를 사용하여 두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경험을 비교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한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문장 내의 힌트를 사용하여 새 단어의 뜻을 알아낸다.  

예: 
 

 

 개인의 읽기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사용한다.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감각단어 

The snowman wore a soft, warm scarf  around his neck. 

모르는 단어 

 

 

 

수학 어휘 영어독해 어휘 

합계 

본문 

등장인물 

주요 세부사항 

  자릿수 

더하기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 

Mad(제 정신이 아닌) 

Angry(화가 난) 

Furious(분노한) 
  삽화/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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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문장 내의 힌트(context clues): 

문장 속에 있는 힌트를 찾아서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 

주요 세부사항: 글쓴이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말하고 싶은 

교훈이나 메시지의 자세한 부분. 

감각단어: 오감(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에 적용되는 표현적 

단어 (예: 시다, 울퉁불퉁하다, 

부드럽다 등) 

그림 정리표:생각, 개념, 의견 등을 정리하는 시각적 도구 
T 차트 원형 비교표 이야기 맵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1 이야기 #2 

 

등장인물: 

배경: 

주요 행사: 

1.         2.         3.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화자가 누구인지를 그림/삽화와 문장을 통해 

알아낸다. 

 이야기에서의 등장인물과 배경, 주요 사건을 찾는 

이야기 맵 등과 같은  그림 정리표를 작성하고 

완성한다. 

 T 차트나 원형비교표 등의 그림 정리표를 사용하여 

이야기와 시 속 등장인물의 경험을 비교한다. 

 등장인물과 배경 주요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나 시에서의 감각단어를 찾아서 표시한다.  

 매일 밤 독서를 한다. 애완동물이나, 인형 또는 형제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손인형(puppet)을 만든다. 손인형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말한다. 

 잠자기 전 이야기(베드타임 스토리)를 해준다. 다시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등장인물, 배경, 주요사건을 설명한다. 

 두 가지 이야기를 읽는다. 각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을 

비교한다. (이 등장인물은 이런 점이 비슷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 

 밖을 산책한다. 걷다가 발견한 3 가지 물건을 고른다. 감각 

단어를 사용하여 3 가지 물건을 표현한다. ("나는 (물건). 이것의 

느낌/냄새/맛/소리/생김새는...이다. 

언
어

:  
어
휘

 

 수식하는 단어인 형용사의 모음을 만들어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분류한다. 

 비슷한 단어끼리 나눈다.  

요일 월 계절 

금요일 

화요일 

토요일 

11 월 

1 월 

6 월 

여름 

가을  

겨울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 찾기 게임"을 한다. 

1. 어른이 형용사(화난다, 슬프다, 냄새난다, 예쁘다 등)를 말한다. 

2. 아이는 말한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2 개 이상 

말한다. 

 집에 있는 물건을 모아 분류대로 나눈다.  

 예를 들어, 사용되는 물체의 자료는? 색, 모양, 크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등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