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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이야기 요소(배경, 등장인물, 줄거리)를 알고 설명한다. 

 읽는 사람의 다른 관점을 알고 비교한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찾아서 사용한다. 

 뒷받침하는 문장을 사용하여 영향을 준다. 

 이야기, 시, 연극 등의 문학의 주제를 알고 비교한다. 

언
어

: 어
휘

 

 내용에 따른 특정 단어를 밝히고 사용한다. 

 비유언어를 찾고 작가가 비유언어를 사용한 의도를 설명한다. 

 문맥에 있는 힌트를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의 뜻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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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이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
합
력

 

부분적인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또는 독특한 

전체를 형성한다. 

 문장의 배경지식으로 얻은 정보를 합하여 주제, 관점, 이야기 

요소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추론 또는 결론을 내릴 때 사전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사용한다. 
 
 

통
합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그룹의 

목표를 달성한다. 

 

 소그룹, 짝, 전체 그룹활동 때 지켜야 하는 순서와 방법 그리고 

기본 규칙을 배운다. 

 소그룹, 짝, 전체 그룹에서 문학에 관련된 토론을 한다. 

 소그룹, 짝, 전체 그룹에서 문장 내의 단어 뜻에 대해 토론한다. 

사전 지식  +  새로운 정보 =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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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등장인물, 배경, 사건을 설명한다. 

 핵심 생각에 대해 함께 토론하여 주제를 찾는다.  

 이야기에 따라 주제가 다를 수 있음을 문학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무엇을 배우는지 추론한다. 

예: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남자아이가 팔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다.  남자아이 친구가 남자아이 뒤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함께 걸어오고 있다.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나요? 

 문장을 비교하여 관점의 차이를 찾는다. 

 문장이 일인칭 또는 삼인칭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인지를 

밝힌다. 

 

 

 매일 밤 책을 읽는다. (역사적 또는 사실적인 픽션/소설, 시 등) 

 공공 도서관을 자주 방문한다. 

 다른 관점(예: Rumpelstiltskin 과 Rumpelstiltskin 의 딸)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글을 읽는다.  

 동급생 및 성인과 함께 읽은 이야기에 대해 토론한다. 

가능한 질문: 

o 이야기의 배경은?  배경이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이야기가 

다른 배경이면 어떨까요? 

o 등장인물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등장인물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등장인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나요? 

o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 이 글이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의 관점에서 쓰였나요? 

언
어

: 어
휘

 

 어휘를 알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글을 읽는다. 작가가 왜 

비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한다. 

 
 

 

 문장 내의 힌트를 글에서 찾고 단어와 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o ______.라고 말했지?  내 생각에 ______.는 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o 문장과 그림 제목 또는 단어 근처의 문장에서 얻은 힌트는 무엇일까? 

o 이 단어는 ______.와 닮았어. 분명히 연관이 있는 단어일 거야.  

 가족이 함께 의견을 나눌 때의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기,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가족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기 등 

 

용
어

 

비유언어 :생각 또는 주제에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단어의 

언어적 의미 이상을 나타내는 언어. 

관점(point of view): 화자의 눈 또는 글을 읽는 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  

문학적 요소(story elements): 이야기의 부분. (예를 들어 등장인물, 배경, 문제, 

해결, 줄거리) 

문장(text): 책, 웹사이트, 비디오, 메뉴, 잡지, 포스터, 간판이나 사인 등의 글. 

뒷받침하는 문장(text evidence): 자신의 답을 뒷받침하는 문장 속의 사건 또는 

정보. 

주제(theme): 작가가 전하고 싶은 중심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o I, me, ,my  = 일인칭  

o you , yours  = 이인칭 

o he, she, they  = 삼인칭 

직유법적 표현: 그녀의 눈은 태양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난다.  

비유법적 표현: 그녀의 눈은 태양 속에 있는 

빛나는 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