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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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문장 내의 주제를 구분(찾아서 말함)한다. 

 삽화/그림을 사용하여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질문을 하여 주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한다. 

언
어

: 
어

휘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일반적인  단어의 어미(-s, -ing, -ed)를 사용한다. 

 단어를 분류별 또는 하나 이상의 특성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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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
창

성
 

문제와 아이디어에 

관한 다양한 

반응을 창출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적 문장의 주제에 대해 질문한다. 

 세계의 다른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에 

대해서와 가족의 생활스타일과 전통,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안전 등 초등학교 1 학년 주제에 대한 많은 

생각과 의견을 나열한다. 

지
적

 모
험

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일반적인 것을 

도전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많은 

전략을 시도한다. (전략의 예: 질문하기,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다시 읽기, 잠시 읽기를 멈추고 다시 

이야기하거나 친구에게 묻기) 

 새로운 주요 세부사항에 따라 예측을 바꿀 의사가 있다. 

 문장의 새로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알게 된 것을 추가한다. 

 

 나는 ...라고 생각했어. 

 

 지금 내 생각은...이야. 

 

 내 예상이 맞았어! 

 

 내가 배운 것은... 

http://www.wcmlibrary.org/wp-content/uploads/2012/09/dog-readi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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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정

보
적

 교
재

 

 정보 문장을 듣거나 읽고 주제를 말한다. 

 문장에서의 주요 세부사항을 그림/삽화를 보고 

말한다. 

 사진에서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분(찾아서 말함)한다. 

 문장에서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읽는다. 

 매일 밤 책을 읽는다.  책, 메뉴, 신문, 광고 등을 읽는다. 

 정보 문장을 읽고 주제를 말한다. (예: 이 전단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사진을 보며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 말한다. (예: 이 사진들은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하고 모래성을 만들고 피크닉을 한 것이예요) 그리고 

주제를 말한다. (예: 주제는 우리 가족이 떠난 바닷가에서의 

휴가입니다) 

언
어

: 
어

휘
 

 “-s”와 같은 일반적인 어미의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을 

듣거나 읽고 복수를 안다. 

 “-ing”와 “-ed”로 끝나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대해 말한다. (예: jumping, jumped) 

 하나 이상의 주요 속성에 따라 단어를 나눈다. 

 교통수단  
   

바퀴가 있는 것 동물 물 위에 있는 것 

오토바이 당나귀 범선 

자동차 말 카누 

자전거  수영 
 

 "-s"로 끝나는 복수 단어를 찾는다.(예: fork <> forks, book <> books). 

 "-ing"와 "-ed"로 끝나는 단어를 찾는다.  행동이 이루어질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과거 현재(지금) 예가 아님 

looked look 또는 looking king 

talked talk 또는 talking red 

 과자(또는 집에 있는 물건)를 나누고 속성을 사용하여 왜 그룹으로 

나누었는지 설명한다. (예: "딸기, 사과, 토마토를 함께 모았어요. 

왜나면 빨간색이고 씨가 있으니까요.) 같은 물건으로 속성이 다른 

물건을 자유롭게 나눈다. (예: 크기, 모양, 맛 등) 

용
어

 

속성: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특징 

 

예: 
자전거의 속성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페달로 움직인다.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주요 세부사항: 주제를 돕는 중요한 

상세한 부분. 

주제: 정보 문장에서의 주요 초점 

 

예: 
이 책의 

주제는 

자석이다. 

http://www.amazon.com/Push-Pull-Magnets-Science-Definitions/dp/1602535132 

http://www.google.com/url?sa=i&rct=j&q=push and pull magnets&source=images&cd=&cad=rja&docid=UwyGBIunrw3woM&tbnid=IJvxxbYB5yiBdM:&ved=0CAUQjRw&url=http://www.goodreads.com/book/show/9659499-push-and-pull-learn-about-magnets&ei=ugPoUdngNfGr4AOl-4DgDw&bvm=bv.49478099,d.dmg&psig=AFQjCNG-D5BDbzB87AVVXY00Iz4jk1xekg&ust=1374246192776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