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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 따른 학습 목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
학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경험을 

비교한다. 

 등장인물의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나 그림을 찾는다. 

 이야기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다. (내레이터 포함) 

  

정
보
적

 교
재

  글이나 온라인 자료에서 문장의 

기능을 찾고 사용하여 정보를 

찾는다. 

 주제를 보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한다. 

언
어

: 
어
휘

  주제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 함께 대화를 이루어 

나아간다. 

 단어를 나눈다. 예: 이중자음(sh, wh, th, ch)와 

접두사(un-, re-) 

 

 

사고 및 학업 성공에 필요한 기술 

(Thinking and Academic Success Skills-TASS)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
창
성

 

새롭고 신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은 낸다. 

 등장인물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이나 단어를 통해 설명한다.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디자인할 정보를 수집한다. 

 노래, 그림, 등장인물, 연극 등을 만들어본다. 

초
인
지

 

개인의 생각을 알고 

점검하며 평가한다. 

 문학적 및 정보적 문장을 읽고 비교하고 비교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단어를 분류하고 나누는 과정을 설명한다. 

 생각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을 찾아 자세히 설명한다. 

색인 

 

사진 

 
캡션(사진

이나 삽화 

설명문)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
ds/great-nature/ 
 

 

un- re- 

untie retie 

undo redo 

unlock reread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ds/great-nature/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ds/great-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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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측정 과목(Measurement Topic-MT)에서의 학습경험 

MT  학교에서의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문
학

 

 그림정리표(graphic organizer)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이야기 속 경험을 비교한다. 

 그림과 주요 단어를 통해 얻은 힌트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느낌을 화자가 누구인지를 그림/삽화와 

문장을 통해 알아낸다. 

 이야기의 내레이터를 찾고 내레이터와 등장인물이 각각 

말하는 때를 찾는다. (대화) 

 매일 밤 책을 읽는다.  연극, 웹사이트, 전자책과 같은 다양한 

문장을 읽는다.  

 연극을 만들어본다. 연극에는 등장인물이 두 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와 같은 잘 알려진 

동화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이야기해본다.  

(예: 아기 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세 장의 그림을 그려서 등장인물이 이야기의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의 느낌을 보여준다. 

정
보
적

 교
재

 

 문장과 전자책, 웹사이트의 중요한 정보를 문장기능을 

사용하여 찾는다. 

 주요 세부사항이 어떻게 정보문장에서 주제를 돕는 

역할을 하는지 반 급우들과 함께 협력하여 토론한다. 

 다음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기 위한 문장기능(예: 목차, 탭 기능, 

검색기능, 사진, 캡션 등)을 사용한다.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ds/great-nature/ 

http://www.scholastic.com/parents/play/ 

http://pbskids.org/ 

언
어

: 
어
휘

 

 타인과 이야기할 때 주제에 맞는 단어를 사용한다. 

(recycle, reuse, reduce, environment 등) 

 이중 자음(sh, wh, th, ch)이나  접두사(un-, re-)를 사용한 

단어를 찾는다.  적절한 분류법으로 단어를 나눈다. 

 집이나 주변에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붙이고 하루종일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잡지나 신문, 광고에 있는 이중 자음(th, wh, ch, sh)이나 

접두사(un-, re-)를 찾는다. 

이중 자음:  

th ch wh sh 
thing 

thumb 

path 

cheese 

change 

beach 

white 

when 

whine 

shoe 

sheep 

wash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ds/great-nature/
http://www.scholastic.com/parents/play/
http://pbskid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