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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성적 측정 과목 (Measurement Topic-MT)에 따른 학습 목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
학

 

 주요 용어를 이용하여 이야기, 연극, 시의 

일부분에 대하여 말한다. 

 연극과 시의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와 

생각을 표현하는지를 표현한다.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연극과 시의 

주제, 배경, 줄거리를 찾고 비교한다. 

 

언
어

: 
어
휘

 

 공동토론에 참가한다.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분석한다. 

 비슷한 것을 찾아서 like 또는 as를 사용하여 

비교하고 비유 또는 은유로 표현한 것을 찾아서 like  

또는 as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한다. 

 

 

사고 및 학업 성공에 필요한 기술 

(Thinking and Academic Success Skills-TASS)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
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내리기 위해 증거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주장을 시험하며 

사실에 대해 

질문한다. 

 묘사한 시와 이야기 연극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행과 스탠자와 같은 시의 부분을 

찾을 때 기준표를 사용한다. 

 문장에서의 증거를 사용하여 주제 

선택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단어와 

절을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고 

타당함을 보여준다. 
 

초
인
지

 

개인의 생각을 알고 

점검하며 평가한다. 

 시 또는 연극의 주제를 찾을 때 

사고의 과정을 설명한다. 

 읽다가 잠시 쉬고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 과정을스스로 

모니터한다. 

 독자와 연결하려는 작가의 전략에 

대해 생각한다. 자신이 쓰는 글 

속에 이 전략을 적용한다.  

 읽기를 계속 관찰하여 시와 연극의 

등장인물을 찾는다. 

 

나는 

치타처럼 

빠르다. 
 (as fas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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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시를 서술하는 이야기를 찾아 평가 기준을 만든다. 

 시를 읽고 단어나 글을 써서 주제를 발전시킨다. 

 주제를 암시할 때,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시와 연극에 대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연극의 주제, 배경, 줄거리를 비교한다. 

 연극을 읽고 등장인물의 행동이 사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매일 밤 책을 읽는다.  시, 연극을 포함한 다양한 글을 감정을 

넣어서 읽는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노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문가의 연극이나 지역 극장의 연극을 본다.  연기를 보고 

연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가능한 질문: "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극작가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연극을 볼 수 있는 곳: 지역 고등학교, Bethesda의 Imagination 

Stage, Olney에 있는 Olney Theater for the Arts, Glen Echo 의 

Puppet Company 

언
어

 어
휘

 

 연극과 시에 관한 질문을 반 급우에게 

물어보고 급우의 질문에 답한다.   

 은유와 비유를 만드는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글에서 힌트를 찾아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는다. 

 문장의 접두사와 접미사의 의미를 찾는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는다.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인쇄 및 디지털화된 사전을 사용하여 찾는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http://unabridged.merriam-

webster.com 

 접두사와 접미어가 붙은 단어의 기초어(root word)를 그림을 

그리거나 문장에 맞추어 쓴다. 

단어 그림 문장 

pre + heat= 

preheat 

 

이본은 오븐을 쓸 때 

예열(preheat)을 합니다. 

 

 

용
어

 

기준/기준표(criteria): 

결정 또는 판단하는 표준.  

추론(infer): 배경지식과 

문장에서의 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예측하는 

것. 

주요 세부사항(key 

details): 글의 메시지 또는 

주제를 돕는 상세한 부분. 

줄거리(plot): 이야기를 

이루는 사건, 문제,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하거나 

연속성을 정리한 것.  

주제(theme): 문장의 중심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