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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AND MARY이란? 
학부모를 위한 안내  

 
William and Mary Language Arts Program은 Center For Gifted Education at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William and Mary 대학 영재 센터)가 개발한 복합적 문학작품을 통해 학생에게 도전적 학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교습 형태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사용을 통해 학생은 읽기, 쓰기, 비판적 
사고에의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학생은 복합적 개념과 논점 그리고 주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명문 읽기, 철자, 쓰기 등의 외형적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MCPS의 지도안을 
사용하여 학생의 읽기와 언어영역의 종합적 숙달을 강화합니다.   

성취반은 3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높은 수준의 학생이며 도전적 지도를 수용할 가능성 또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MCPS 지도안을 토대로 한 William and Mary 교습에 능통한 교사진이 지도하며 쓰기 
지도는 William and Mary Hamburger Model 이 아닌 MCPS와 6가지의 특징 지침을 사용합니다.  

학교는 각 다른 학습 필요를 나타내는 3종류의 William and Mary Implementation Models를 사용합니다. 높은 
수준의 학생과 도전적 지도에 참여할 가능성과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은 모델 1, 2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모델 3반은 MCPS 지도안을 기초로 합니다. 

 모델 1반 – 완전 적용 응용반 
 이 모델은 1-3 분기 동안 다음의 학생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  대략 두 학년 이상의 읽기 수준의 학생 
  •  구두이해력에서 능숙함을 보이는 학생 
  •  주와 지역 평가 시험에서 읽기 수준이 높게 나온 학생 
 •  영재 학생 판정을 받은 학생* 
  모델 1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William and Mary 렛슨 1–24 지도-약간의 연장학습을 포함 
  •  William and Mary 예비평가시험과 후 평가시험 
  •  William and Mary 소설, 학생 문학 패키지, 기타 수준 높은 교재 사용 

 모델 2 – 완전 적용반 
 이 모델은 3-4 분기 동안 다음의 학생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  열열한 독서가 
  •  해석적 사고가 
  •  보다 도전적 교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  영재 학생 판정을 받은 학생 
  모델 2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William and Mary 렛슨 1–24 지도-약간의 연장학습을 포함 
  •  William and Mary 예비평가시험과 후 평가시험 
  •  William and Mary 소설, 학생 문학 패키지, 기타 수준 높은 교재 사용 

 모델 3 - William and Mary 입문반 
모델 3은 학생의 실력 강화를 돕습니다만 완전한 전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MCPS 읽기, 쓰기 언어 
영역 지도 교안을 통해 학생들은 William and Mary 학습법과 다양한 읽기를 접하게 됩니다. 모델 3은 
문학 교재를 통한 해석과 분석에의 입문과정이며 다른 도전적인 과제에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 William and Mary, Junior Great Books 또는 고학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은 영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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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and Mary 지정 교재 
성취 모델 1, 2반 

 
모든 학생은 William & Mary 선택 도서와 Junior Great Books의 이야기, MCPS 중심 도서, 설명문, 여러 종류의 
스스로 고른 교재 등 폭넓은 분야의 교재를 읽어야 합니다. 

William and Mary는 신중하게 다음 독서 목록을 책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복하여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이 책에 대해 배우기 전에 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읽기 수준에서는 제목의 
대체가 제공됩니다만 높은 읽기 수준에는 없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선택 사항의 책 제목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책을 읽었다면 학생은 재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읽기 수준-여행과 여행지/목적지 단원 
제목: Onion Tears 저자: Diana Kidd 또는 제목: Journey 저자: Patricia MacLachlan 
제목: The Green Book 저자: Jill Patton Walsh   
제목: Sachiko Means Happiness 저자: Kimiko Sakai  
제목: Free Fall 저자: David Weisner 
제목: Bringing the Rain to Kapiti Plain 저자: Verna Aardema 
제목: Selected stories from Every Living Thing 저자: Cynthia Rylant 

학생 문학 모음집  - 전 집 
 

4학년 읽기 수준-자서전 문학 단원 
제목: How I Became A Writer and  related works 저자:Phyllis Reynolds Naylor 또는  
제목: The Invisible Thread  and related works 저자: Yoshiko Uchida 또는  
제목: A Day of Pleasure and related works 저자: Isaac Bashevis Singer 또는  
제목: Childtimes and related works 저자: Eloise Greenfield 
제목: Little by Little and related works 저자: Jean Little 

학생 문학 모음집 – 전 집 

 
5학년 학생 읽기 문학 반영 단원 
제목: The Secret Garden 저자: Frances Burnett 그리고  
제목: Call It Courage by Armstrong Perry  또는  
제목: Taking Sides by Gary Soto  또는  
제목: Words by Heart by Ouida Sebestyen 또는  
제목: Number the Stars by Lois Lowry 

학생 문학 모음집 – 전 집 
 
William and Mary커리큘럼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fge.wm.edu. 
MCPS Accelerated and Enriched Instruction 기회에 대한 정보는 자녀의 선생님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enri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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