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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학

 

 시와 연극의 주제를 찾고 주요 세부사항을 요약한다. 

 등장인물이나 내레이터의 관점을 분석하여 시와 연극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연극의 장면이 문장구조와 잘 맞는지를 확인한다. 

 

언
어

: 
어
휘

  비유 언어, 단어와의 관계, 단어선택이 시와 연극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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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
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내리기 위해 증거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주장을 시험하며 

사실에 대해 

질문한다. 

 연극의 요소에 대해 학습하고 연기자가 성공적으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의 기준을 찾아본다.  (기준/criteria는 결정이나 

판단하는 표준을 말한다) 

 연극(오페라, 뮤지컬, 중학교에서의 연극 등)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문장에서의 세부사항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를 찾고 주제가 

정당함을 증명한다.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시에서의 시각적 요소와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각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비유 언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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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연극의 구조적 요소(등장인물, 배경, 장면, 스테이지 방향) 

사용을 찾고 장면이 이야기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실험해 본다. 

 비디오와 CD를 사용하여 시, 노래가사, 연극에서의 주요 

세부사항을 요약한다. 

 주요 세부사항을 찾아보고 시의 주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이해한다. 

 서술자의 관점이 의미와 글의 분위기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말할 경우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한다.  

 자신이 고른 다양한 책을 매일밤 읽는다. 책을 고를 때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젼도 찾아본다. 

 다른 작가의 시를 찾아서 읽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느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시 자료 웹사이트: 

o Giggle Poetry(http://gigglepoetry.com/)을 읽고 비유언어로 

시를 만든다. 

o 시 자료 (http://www.poetryarchive.org)를 통해 시인이 자신의 

시를 읽는 것을 듣는다. 

 전문연기자의 연극이나 지역 극장의 연극을 본다. 

추천 극장:  

o 일반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  
o Imagination Stage, Bethesda, MD 
o Olney Theatre Center for the Arts, Olney, MD  
o The Puppet Company, Glen Echo, MD   
o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Washington, D.C. 

 

언
어

: 어
휘

 

 시와 연극에서 자주 사용하는 숙어(idioms), 은유법과 직유법의 

뜻을 알고 설명한다. 

 작가가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반의어와 동의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잡지, 시리얼 박스 등 여러 물건에서 여러가지 크기와 색의 단어와 

절을 찾아서 시콜라쥬를 만든다. 찾은 단어와 절을 자른다.  원하는 

방법으로 단어를 나열하고 단어의 뜻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연장학습: 

시 모음을 만든다. 

일상 대화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사용한다.  

 

 

용
어

 

분석(analyze): 하나를 여러부분으로 나누어 

부분구조를 시험하여 전체구조를 이해한다. 

비유언어 :생각이나 주제에서 새로운 효과와 

신선한 통찰력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단어의 

언어적 의미 이상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 

관점(point of view): 화자의 눈 또는 

글쓴이(정보를 적은 작가)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  

주요 세부사항(key details): 글의 메시지 또는 

주제를 돕는 상세한 부분. 

주제(theme): 문장의 중심 또는 근본적인 

메시지. 

늑대가 우리 집을 

부수고 우리를 

먹어버릴려고 해요. 

우리는 너의 

저녁감이 아니야!  

난 그냥 

설탕 한 

컵을 

빌리러 온 

것뿐이야! 

http://gigglepoetry.com/
http://www.poetryarchiv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