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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보
적

 교
재

 

 두 개 이상의 문장에서 생각, 개념, 정보를 분석하여 문장구조에 적용한다. 

 글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주제를 사용하여 글을 요약한다. 

 다양한 프린트물이나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질문의 답을 찾는다. 

 두 글에서 특정 정보에 기초한 기술적인 문장의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개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기
술
적
인

 문
장

 

 

교과서, 설명서, 제품 설명, 복잡한 일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과정설명 등이 기술적 문장의 

예이다. 
 

 

제품이나 과정에 대해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언어로 설명한 글이며  표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형태는 예를 들어 불렛, 순위 리스트, 표제와 부표제 등의 글의 기능을 포함한 짧은 문장일 

경우가 많다. 
   

언
어

: 

어
휘

  과학적인 어휘에 대한 지식을 늘린다.  

 이유와 증거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의견 및 생각을 요약한다. 

 참고자료(사전, 동의어사전 등)를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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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다. 

 정보의 이유를 찾고 평가하여 문장의 주제를 찾는다.  

 선택 또는 결과를 정당화할 기준을 보고 필요에 따라 변경한다.  

(기준(criteria)은 결정이나 판단하는 표준을 말한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요약하기를 향상하기 위해 여러 문장에서 모은 정보를 보관하고 평가한다. 

 주제와 주장이나 요구를 돕는 이유와 증거를 계속 찾는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한다: 

o ''나는 내가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o "나는 ...를 할 거야' 

o "...이 참 중요해" 

o " ...를 적용할 거야" 

 자기 관리 

동기부여  

자기평가 

인내/지속성 

자기조절 

할 수 있다는 

태도 
스스로 결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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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장르를 여러 문장으로 읽고 비교한다. 

예: Shelley Rotner 의 The Buzz on Bees 와 Jennifer Cutarothey 의 

Where Have All the Bees Gone?  

 문학 글에서 찾은 주제와 표현적 언어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한다.  

 인쇄된 자료와 기술적 문장에서의 정보를 모아서 정보적 시를 

쓴다. 

 다양한 문장의 주제를 원형비교표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주요 세부사항을 기초로 하여 추론한다. 

예: 양봉가의 일에 대해 중요한 세부사항이나 인용구들을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기록장에 적는다. 

 매일 밤 자신이 고른 다양한 책을 

읽는다. 

 같은 주제나 제목의 두 개 이상의 TV 

프로그램이나 책을 찾는다. 두 TV 

프로그램이나 책이 어떤 부분이 

같거나 다른지에 대해 토론한다. 

예: 두 가지의 즐거운 게임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짧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를 적는다.  시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나누거나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인다.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즐기자!  워싱턴 D. C.의 국립 

동물원을 방문하여 동물의 생태에 

대해 배운다. 

 

언
어

: 어
휘

 

 참고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용어를 

이해한다. 

예: 
The Auburn University Entomology Glossary 
The Amateur Entomologists Society 

 벌, 곤충, 세포, 회로와 기타 과학적 

개념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는다.  디오라마 또는 3D 모형을 

만든다. 가족이나 반에서 새롭게 

배운 단어나 내용을 나눈다.   

 

 

  

용
어

 비유언어 :생각이나 주제에서 새로운 효과와 신선한 

통찰력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단어의 언어적 의미 이상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 

기술적 문장: 특정 정보나 과학적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정보적 문장의 한 형태. 

주제: 문장의 중심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디오라마의 예 
http://www.firstpalette.com/Craft_themes/Animals/ha
bitatdiorama/steps-images/garden-dioram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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