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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역사적 픽션의 등장인물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문장에서의 주요 세부사항이 어떻게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한다.  

 등장인물의 관점을 비교한다. 

 등장인물의 행동이 사건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역사적 픽션에서의 중심 메시지를 협력하여 

찾는다. 

 비슷한 중심 메시지/주제를 가진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한다. 

언
어

: 어
휘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와 절을 찾는다. 

 단어와 실생활에서의 단어활용 간의 연결을 찾는다. 

 역사적 픽션 문장에서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 시각화법를 사용한다. 

 접미사가 붙은 새로운 단어의 뜻을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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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
창
성

 

새롭고 신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은 

낸다. 

 역사적 픽션 문장에서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개발한다. 

 시각화하기, 질문하기, 

예측하기를 사용하여 읽을 때에 

문장에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
적

 모
험
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일반적인 

것에 도전한다. 

 타인과 서로의 관점을 나누며 

사고를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생각을 입증한다. 

 역사적 픽션 글에서 사실과 

만들어낸 사건을 구분한다.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특성, 

동기, 느낌을 기반으로 사건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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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문장이 역사적 픽션의 예인지를 찾는다.  

 글 전체를 통해 일어나는 등장인물과 배경의 변화를 찾는다.  

 그림정리표(graphic organizer)를 사용하여 비슷한 문장에서의 

두 명의 등장인물을 비교한다.  

 등장인물의 사건에 대한 생각, 느낌, 반응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다.  

 매일 밤 독서를 한다.  

 역사적 시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박물관과 지역 

유적지를 방문한다. 

예: Mount Vernon, 국회 도서관, 미국 역사 박물관, 미국 인디언 

역사 박물관 등 

 역사적 시대에 대해 조사한다. 지난 시대(예: jacks 게임하기, 

버터 만들기 등)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다.  

 좋아하는 역사적 픽션책 중 등장인물을 한 명 고른다. 그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생활한다.  

 연장학습: 등장인물이 입었을 의상을 디자인해본다. 

언
어

: 어
휘

 

단어 접미사 정의 

fearless 내가 아는 

지식: less는 

~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fearless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아는 접미사가 붙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  

 단어와  

절이 어떻게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지를 

찾는다.  

 눈을 감고 이야기의 흐름을 듣는다. 시각화를 하고 들은 것과 

맞는 그림을 그린다. 

 접미사의 리스트를 만든다. 접미사를 매일 한 개씩 고르고 

지정된 시간 내에 누가 제일 많은 단어를 모으는지 시합을 

한다. 

 장소를 택하고 단어와 절을 사용하여 그 장소를 설명한다. 

가족과 함께 장소를 예측하는 게스 게임을 한다. 

용
어

 

중심 메시지/주제( central 

message): 글쓴이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말하고 싶은 

교훈이나 메시지(주제). 

주요 세부사항( key details): 

글쓴이가 이야기 전반에 걸쳐 

말하고 싶은 교훈이나 메시지의 

자세한 부분. 

시각화( visualization): 

문장에서의 자세한 것과 

사건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 

머릿속에서 그림화하는 것. 

관점/시점(point of view): 

화자의 눈 또는 글을 읽는 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