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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독서학습은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독서학습을 위한 능력을 계발은 또한, 학생마다 속도와 걸리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학생은 여러 다른 수준의 글들을 통해 독서실력이 향상되어 가게 됩니다. 
각 학년에서 학생은 자신의 실력과 필요 그리고 실력향상을 위한 도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 책자는 읽기 목표와 학생의 기준점에 근거한 성적표에 읽기 목표 성취 여부가 
어떻게 보고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킨더가든-5학년 학년 말 기준점의 목표에 대한 
예와 글의 특징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교습에 사용하는 책의 예로 문학적 교재와 정보적 교재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문학적 교재는 이야기, 시, 연극 등을 포함한 자연스러운 서술형태의 글이며,  
정보적 교재는 학생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글로 기사, 잡지, 
설명서, 사실적 내용의 글입니다.  다음 도표는 각 성적산출기간의 읽기 목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읽기 목표-교재수준표: 킨더가든-5학년

학년 수준 1차 성적 산출기간 
기간 말 

2차 성적 산출기간 
기간 말 

3차 성적 산출기간 
기간 말 

4차 성적 산출기간 
기간 말 

킨더가든 수준 1–2 수준 2-3 수준 3–4 수준 4-6

 1학년 수준 5-7 수준 8-11 수준 12-15 수준 16-17

2학년 수준 J 수준 K 수준 L 수준 M

3학년 수준 M 수준 N 수준 O 수준 P

4학년 수준 Q-R 수준 S-T

5학년 수준 T-U 수준 V-W

교재 수준
학생의 기초부터 어려운 수준까지의 글을 수준에 따라 교사가 책을 고르는 것을 돕습니다. 각자의 책 
수준은 학년에 상관없이 제일 쉬운 수준에서부터 제일 어려운 도전이 되는 수준으로 진도가 나아갑니다. 
교재는 학생에게 읽기 쉬운 교재인지 또는 어려운 교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수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이 되는 수준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교재는 비유적 언어를 사용한 
것일 수 있고 같은 수준의 교재이나 길이, 단어, 높은 수준의 개념에 대한 교재일 수 있습니다.
MCPS에서는 두 종류의 읽기/독해 수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Reading Recovery 교재 수준 1–16 
 ● 수준별 독서 (Fountas and Pinnell) 교재 수준 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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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산출 기간별 읽기교습 수준 성적표
각 학생의 읽기 교습 수준은 매 성적 산출 기간 말 성적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표에 포함된 
읽기 교습 수준은 매일 소그룹 수준별 읽기 교습에서 읽는 교재의 수준입니다.  읽기교습용 책/교재 
수준은 학생의 정확도(90% 이상)와 문학적 정보적 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킨더가든-2학년 성적표(기준에 근거한 성적표)에 포함된 읽기 교습 수준표

자녀의 읽기 수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학부모님께 알려 드리기 위하여 아래의 
도표는 킨더가든-2학년 성적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 상자는 킨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들의 각 성적 
산출기간 말의 기대되는 책 수준(난이도)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 도표 내의 점은 성적 산출 기간 말의 학생의 
읽기 실력 수준입니다. 

• 회색 부분 안에 점이 있다면 학생은 분기 읽기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뜻입니다. 

• 회색 부분 아래에 점이 있다면 학생은 분기 
읽기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는 뜻입니다.

• 회색 부분의 점은 학생은 분기 읽기 목표를 
초과하였다는 뜻입니다. 

• 학생의 읽기 실력이 레벨 P보다 높을 경우 읽기 
수준 도표 아래에 그 수준을 표기합니다.

3-5학년 성적표(기준에 근거한 성적표)에 포함된 읽기 교습 수준 도표

3학년-5학년의 성적표에 있는 다음 두 도표는 학부모님께 자녀의 읽기/독해 수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읽기 MP1 MP2 MP3 MP4
읽기 교습 수준

읽기 목표-교재수준표: 킨더가든-5학년
학년 MP1 MP2 MP3 MP4

K 1-2 2-3 3-4 4-6
1 5-7 8-11 12-15 16
2 J K L M
3 M N O P
4 Q-R S-T
5 T-U V-W

읽기 X, Y, Z 수준의 학생은 5학년 말 학년 기준점 
보다 높은 수준의 독해실력을 갖춘 학생입니다.

3학년

2학년

1학년

유치원

읽기 교습 수준
책 수준은 어휘의 복합성, 한 페이지 당 단어의 수 및 내용을  
모두 감안하여 책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2학기1학기

성적 산출 기간

책
 수

준

성적 산출 기간별 읽기 교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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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4-문학적 글

글의 예: Little Chimp and Big Chimp 저자: Jenny Giles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간단한 3-4개 단어의 문장
 ● 책에 자주 등장하여 많이 친숙한 단어
 ● 굴곡가지인 단어 (예:-s, -ed, -ing)
 ● 이야기를 말해주는 그림 

 ● 25-30개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쓴다. 
(예: is, up, little)

 ● 친숙한 단어를 정확히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치는지를 확인한다.

 ● 삽화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생각해 볼 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 단어가 맞을까?
 ● 단어의 시작 자음소리를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를 만든다.
 ● 문장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한다.
 ● 주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다시 

말한다.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기초수준의 글은 학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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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4-정보적 글

글의 예: What is it Like Today? 저자: Judy Nayer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학생에게 친숙한 정보
 ● 간단한 3-4개 단어의 문장
 ● 책에 자주 등장하여 많이 친숙한 단어
 ● 굴절 어미를 가진 단어(예:-s, -ed, -ing)
 ● 정보문장에서의 사실을 지지하는 그림 

 ● 25-30개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쓴다.  
(예: is, up, little)

 ● 익숙한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삽화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생각해 볼 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 단어가 맞을까?
 ● 단어의 시작 자음소리를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를 만든다.
 ● 문장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한다.
 ● 주요 세부사항을 포함한 학습한 사실을 다시 

말한다.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기초수준의 글은 학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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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학년 말의 연장목표
책 수준 6-문학적 글

글의 예: Clever Fox 저자: Claire Llewellyn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8-10개까지의 단어를 사용한 다양한 문장
 ● 학생이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익숙한 많은 

단어
 ● 시작과 마지막 자음소리, 이중글자(예: -sh, 

-ch, -th)와 단모음(예: cat에서의 'a'소리)와 
같은 기본적인 파닉스 패턴의 단어

 ● 굴절 어미 단어(-s, -ed, -ing)
 ● 복합단어(예:playground)
 ● 불규칙 과거 동사형(ran, came)
 ● 서술문장에서 실제 문제와 해결이 있는 

줄거리를 돕는 그림.

 ● 40개 이상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쓴다.  
(예: is, up, little)

 ● 정확히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치는지를 확인한다.
 ● 단어를 손가락으로 집지 않고 읽기
 ● 삽화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시작과 마지막 자음소리, 이중글자 

(예: -sh, -ch, -th)와 단모음 등의 기본 파닉스 
기술로 모르는 단어 읽기.

 ● 읽으면서 생각해 볼 점: "이 단어가 적합할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 단어가 
맞을까? 이 단어가 이곳에 적절할까? 

 ● 다시 읽고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곳을 
고친다.

 ● 구두점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매끄럽게 읽는다.
 ● 문장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한다.
 ● 주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말한다.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기초수준의 글은 학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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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 학년 말의 연장목표
책 수준 16-정보적 글

글의 예: How Machines Help 저자: John Sheridan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학생에게 친숙한 정보
 ● 8-10개까지의 단어를 사용한 다양한 문장
 ● 학생이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익숙한 많은 

단어
 ● 시작과 마지막 자음소리, 이중글자 

(예: -sh, -ch, -th)와 단모음(예: cat에서의 'a'
소리)와 같은 기본적인 파닉스 패턴의 단어

 ● 굴절 어미 단어(-s, -ed, -ing)
 ● 복합단어
 ● 불규칙 과거동사형(ran, came)
 ● 글에서의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
 ● 레이블/표시하기, 굵은체 글씨, 제목 또는 목차 

등의 추가 문장기능

 ● 40개 이상의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읽고 쓴다.
 ● 정확히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치는지를 확인한다.
 ● 단어를 손가락으로 집지 않고 읽기
 ● 삽화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시작과 마지막 자음소리, 이중글자(예: -sh, 

-ch, -th)와 단모음 등의 기본 파닉스 기술로 
모르는 단어 읽기.

 ● 생각해 볼 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 단어가 맞을까? 이 단어가 이곳에 
적절할까? 

 ● 다시 읽고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곳을 
고친다.

 ● 구두점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매끄럽게 읽는다.
 ● 문장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한다.
 ● 주요 세부사항을 포함한 학습한 사실을 다시 

말한다.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기초수준의 글은 학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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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16-문학적 글

글의 예: The Tale of the Turnip 저자: Jenny Giles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을 동반한 단,복합 문장
 ● 폭넓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 쉽게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다중음절 단어
 ● 어미(-s, -ed, -ing), 복수, 비교, 합성, 수동태의 

많은 단어.
 ● 자세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 적힌 

이야기 

 ● 읽기 시간에 혼자서 책을 읽는다.
 ● 소리 내서 읽기에서 조용히 읽기로의 전환
 ● 다양한 장르와 자료의 책을 읽는다.
 ● 이야기에서 주요 세부사항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 정확히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치는지를 확인한다.
 ● 모르는 단어를 읽을 때 독립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사용한다.
 ● 글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진술되고 무엇이 암시 

또는 함축되어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의미추정에 삽화를 의지하지 않는다.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레벨 16 책의 예

Angus and the Cat, Marjorie Flack
Are You My Mother?, 저자: P.D. Eastman
A Color of His Own, 저자: Leo Lionni

Henny Penny, 저자: Paul Goldone
Leo the Late Bloomer, 저자: Robert K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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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자세한 세부사항을 동반한 단,복합 문장
 ● 폭넓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 쉽게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다중음절 단어
 ● 어미(-s, -ed, -ing), 복수, 비교, 합성, 수동태의 

많은 단어.
 ● 추상적 생각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 
 ● 레이블/표시하기, 굵은체 글씨, 제목, 용어, 

삽지, 목차, 사진, 색인 등의 다양한 문장기능
 ● 어려운 학문적 단어

 ● 읽기 시간에 혼자서 책을 읽는다.
 ● 소리 내서 읽기에서 조용히 읽기로의 전환
 ● 다양한 장르와 자료의 책을 읽는다.
 ● 이야기에서 주요 세부사항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
 ● 정확히 읽고 필요할 경우 고치는지를 확인한다.
 ● 모르는 단어를 읽을 때 독립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여 사용한다.
 ● 글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진술되고 무엇이 암시 

또는 함축되어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정보글에서의 도표를 찾고 해석한다. (예: 목차, 

사진, 색인 등)
 ● 정보적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 (예: 단원별, 주제별 등)
 ● 정확하고 적절한 속도로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서 읽는다.

레벨 16 책의 예

Ambulances, 저자: Marcia Freeman
Red-EyedTree Frog, 저자: Joy Cowley
What is Matter?, 저자: Don L. Curry

1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16-정보적 글

글의 예: Look Inside  저자: Avelyn 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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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M-문학적 글

글의 예: The One in the Middle is the Green Kangaroo 저자: Judy Blume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길고 복합적인 문장을 일부 포함한 다양한 

길이의 문장 
 ● 삽화가 없거나 조금 있는 한 장 가득히 글이 

적힌 책
 ● 작은 활자체의 책
 ● 등장인물들에게 여러 사건이 나는 이야기
 ●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가 이야기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
 ● 도전이 되는 어휘

 ● 읽기 시간에 혼자서 책을 조용히 읽는다.
 ● 다양한 장르와 자료의 책을 읽는다.
 ● 다양한 독서방법을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한다.
 ● 이 주제 또는 과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읽기 전 책을 
훑어보고 내용을 예상해본다.

 ●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의미를 이해한다.
 ● 문자적 이해와 추론, 논리적 이해를 토론을 통해 

보인다.
 ●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
 ●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예: 같은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 중심이 되는 메시지와 도덕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안다.
 ● 주제, 배경, 줄거리에 대해 토론한다.

Blueberries for Sal, 저자: Robert McCloskey
A Chair for My Mother, 저자: Vera Williams

Junie B. Jones, 저자: Barbara Park
수준 M 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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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M-정보적 글

글의 예: Seasons and Weather 저자: Linda Bruce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길고 복합적인 문장을 일부 포함한 다양한 

길이의 문장 
 ● 작은 활자체의 책
 ● 아는 또는 모르는 내용. 단원별 또는 섹션 별로 

나누어진 책
 ● 문장에 맞거나 문장의 연장인 정보를 도표의 

모음을 통해 얻기 (예: 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캡션, 사진 등)

 ● 도전이 되는 어휘

 ● 읽기 시간에 혼자서 책을 조용히 읽는다.
 ● 다양한 독서방법을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사용한다.
 ● 이 주제 또는 과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읽기 전 책을 
훑어보고 내용을 예상해본다.

 ●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의미를 이해한다.
 ● 문자적 이해와 추론, 논리적 이해를 토론을 통해 

보인다.
 ●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
 ●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 정보적 문장에서의 문장의 기능을 이해한다
 ● 문장의 구조를 배우고 다른 종류가 어떻게 

합하는지를 확인한다.
 ● 글이나 단락의 주제를 찾는다.

기초수준의 글은 학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A Picture Book of Thurgood Marshall,  저자: David Adler
Sharks, 저자: Gail Gib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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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예: Fantastic Mr. Fox 저자: Roald Dahl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다양한 사건의 세부사항이 담긴 

내용
 ● 삽화가 없거나 조금 있는 글
 ● 복합적인 주제
 ● 복합적인 이야기 구성과 부구성
 ● 도전이 되는 어휘 
 ● 문화와 역사적 내용(예: 배경, 상황, 시각) 
 ● 수준 높은, 지적 언어와 유머

 ●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 
 ●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독해 전략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이용한다.
 ●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읽어야하는 많은 

분량의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다.
 ● 새로운 다중음절 단어를 읽고 단어를 분석한다.
 ● 배경지식을 구축하고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이해한다
 ● 책에서의 등장인물을 확인하고 이야기의 

사건에서 등장인물의 모습을 본다.
 ● 여러 문장의 생각을 연결한다. 
 ● 문장의 구조와 구성을 검토한다.
 ●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의미를 이해한다.
 ● 문자적 이해와 추론, 논리적 이해를 토론을 통해 

보인다.
 ●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예: 같은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 중심이 되는 메시지와 도덕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안다.
 ● 주제, 배경, 줄거리에 대해 토론한다.

수준 P 책의 예

Bunnicula, 저자: James Howe
Who Stole the Wizard of Oz, 저자: Avi

Koya Delaney and the Good Girl Blues, 저자: Eloise 
Greenfield

3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P-문학적 글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2013 - Korean
Office of Communications •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Unit 번역

13

3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P-정보적 글

글의 예: If you Lived at the Time of Martin Luther King 저자: Ellen Levine

수준 P 책의 예

Star Messenger: Galileo Galilei, 저자: Peter Sis
The Magic School Bus: At the Waterworks, 저자: Joanne Cole and Bruce Degen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다양한 사건의 세부사항이 담긴 

내용
 ● 학문적 단어
 ● 새롭고 복합적인 생각, 개념, 주제
 ● 문화와 역사적 내용(예: 배경, 상황, 시각) 
 ● 복합적 문장 구조
 ● 수준 높은, 지적 언어 

 ●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
 ●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독해 전략을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이용한다.
 ●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읽어야 될 정도의 많은 

분량의 긴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다.
 ● 새로운 다중음절 단어를 읽고 단어를 분석한다.
 ●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자료를 통해 정보를 

사용하고 해석하여 이해한다.
 ● 배경지식을 구축하고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각, 개념, 주제를 이해한다
 ● 다양한 문장을 읽고 개념과 생각을 연결한다. 
 ● 문장의 구조와 구성을 검토한다.
 ●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하며 의미를 이해한다.
 ● 문자적 이해와 추론, 논리적 이해를 토론을 통해 

보인다.
 ● 주제를 찾는다.
 ● 주요 세부사항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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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S/T-문학적 글

글의 예: : Bridge to Terabithia 저자: Katherine Paterson (S)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단어 간 간격이 줄어든 글
 ● 삽화의 최소화
 ● 복합적인 생각, 비유적 언어, 긴 묘사적 

이야기체,세밀한 주제, 압축되고 복합적인 주제
 ● 문화와 역사적 내용(예: 배경, 상황, 시각) 

 ●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
 ● 몇 일이나 몇 주에 걸쳐서 읽고 이해해야 하는 

다양한 장류의 글을 지속적으로 읽는다. 
 ● 단어의 역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단어를 읽는다. (예: 단어의 일부, 어원, 
기본단어, 접두/접미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 독서를 통하여 새 어휘를 습득한다.
 ● 독해를 통해 모든 과목 영역에 대한 지식을 

구축한다. (예: 과학, 사회, 보건 등)
 ● 여러 문장의 생각을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해석한다. 
 ● 해석하고 얻은 이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
 ● 작가의 기교적 측면을 알고 의견을 제시한다.
 ● 주제 찾기

수준 S/T 책의 예:

The Cricket in Times Square, 저자: George Selden (S)
Harriet the Spy, 저자: Louise Fitzhug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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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S/T-정보적 글

글의 예: Shh!에서 We’re Writing the Constitution 저자: Jean Fritz (T)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단어 간 간격이 줄어든 글
 ● 예를 들어 문제해결, 연대순, 원인과 결과와 

같은 다양한 복합 문장구조
 ● 복잡한 내용의 단어
 ● 압축되고 복합적인 주제 또는 역사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 내용 

 ●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
 ●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이해하며 읽어야 할 

많은 분량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다.
 ● 단어의 역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단어를 읽는다. (예: 단어의 일부, 어원, 
기본단어, 접두/접미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 독서를 통하여 새 어휘를 습득한다.
 ● 독해를 통해 모든 과목 영역에 대한 지식을 

구축한다. (예: 과학, 사회, 보건 등)
 ● 여러 문장의 생각을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해석한다. 
 ● 문장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해석하고 얻은 이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
 ● 주제를 찾는다.

수준 S/T 책의 예:

To Fly: The Story of the Wright Brothers, 저자: Wendie C. Old (S)
For the Love of Chimps: The Jane Goodall Story, 저자: Martha Kendall (S)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2013 - Korean
Office of Communications •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Unit 번역

16

5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V/W-문학적 글

글의 예: The City of Ember 저자: Jeanne DuPrau (W)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단어 간 간격이 줄어든 글
 ● 삽화의 최소화
 ● 복합적인 생각, 비유적 언어, 상징주의
 ● 긴 묘사적 이야기체
 ● 더욱 세밀한 주제, 압축된 복합적인 주제

 ●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이해하며 읽어야 할 
많은 분량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다.

 ● 단어의 역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단어를 읽는다. (예: 단어의 일부, 어원, 
기본단어, 접두/접미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 독서를 통하여 새 어휘를 습득한다.
 ● 여러 문장의 생각을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해석한다. (상징주의)
 ● 해석하고 얻은 이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
 ● 작가의 기교적 측면을 알고 의견을 제시한다. 

 (예: 비유적 언어, 상징주의, 분위기, 주제 등)
 ● 독해를 통해 모든 과목 영역에 대한 지식을 

구축한다. (예: 과학, 사회, 보건 등)
 ● 주제를 찾는다.

수준 V/W 책의 예

Journey Home, 저자: Yoshiko Uchida (V)
Invitation to the Game, 저자: Monica Hughes (W)

The Batboy, 저자: Mike Lupic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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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학년 말 기준점
책 수준 V/W-정보적 글

글의 예: Through My Eyes 저자: Ruby Bridges (W)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이 책 수준을 통해 다음을 학습합니다
 ● 작은 활자체와 단어 간 간격이 줄어든 글
 ● 복합적인 시각적 형상의 정보
 ● 예를 들어 문제해결, 연대순, 원인과 결과와 

같은 다양한 복합 문장구조
 ● 복잡한 내용의 단어
 ● 압축되고 복잡한 주제/내용
 ● 역사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 

이야기 

 ●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
 ● 몇 일 또는 몇 주에 걸쳐 이해하며 읽어야 할 

많은 분량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는다.
 ● 단어의 역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모르는 단어를 읽는다. (예: 단어의 일부, 어원, 
기본단어, 접두/접미사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 독해를 통해 모든 과목 영역에 대한 지식을 
구축한다. (예: 과학, 사회, 보건 등)

 ● 여러 문장의 생각을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부적으로 해석한다. 

 ● 해석하고 얻은 이해를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
 ● 작가의 기교적 측면을 알고 의견을 제시한다.
 ● 주제를 찾는다.

수준 V/W 책의 예

미국 역사: The New Nation 1789-1850, Joy Hakim (W)저
Shelter Dogs, Peg Kehret (W)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