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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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픽션 교재에서 발견되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 

 글의 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 세부 

사항을 사용한다. 

 같은 주제의 다양한 글에서 주요 

세부사항을 비교한다. 

 질문하고 대답하여 글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장특징을 사용한다. 

 

언
어

: 
어
휘

  공동토론에 참가한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한다. 

 주제에 관련된 특정 어휘나 표현들을 배우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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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글로부터 증거를 모아 

주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정한다. 

 원본의 유용성을 결정하는데 

문장특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고 설명한다.  

 

초
인
지

 

개인의 생각을 알고 

점검하며 평가한다. 

 질문을 하여 새로운 정보에 

관련된 사고를 유도한다. 

 개인의 의견이 공통토론에 관련이 

있는지 평가한다. 

 

 

문장특징 

문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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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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정보적 교재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한다. 

 과학적 교재에 나오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한다.  

 논픽션 교재를 읽고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예: 태풍 샌디때문에(원인) 뉴저지에 있는 부두가 대서양에 

빠졌디/ (결과) 

 표로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하여 주요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정보적 교재의 

요지를 추론한다. 

 매일 밤 독서를 한다. 

 기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만든 도구)과 관련된 논픽션 교재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한다. 

 처리 단계를 설명한다. (식탁 준비, 잠자리 준비)  

 공학자 놀이를 한다.  기술적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찾아서 읽는다. 사용 설명서에서 문장특징을 안다.  

처리 과정을 완성할 때 문장특징이 도움이 됩니까?  계속하기: 

다른 문장특징을 사용하여 사용설명서를 다시 쓴다. 

사용설명서의 예들: TV 선호 방송 프로그래밍, 세척기나 오븐 

사용법, 게임 방법 설정 등 

언
어

 어
휘

 

 소그룹에서 공통토론을 하는 

동안에 의견을 나눈다.  

 용어 목록을 이용하여 글에서 

발견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과학적 개념을 토론할 때 주제에 

관련된 특정 어휘를 사용한다. 

 

 문장 내의 힌트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1.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는다. 

2. 단어가 있는 문장을 다시 읽는다.  

3. 단어의 의미를 예측하기 위해 문장에서 아는 것을 

사용한다. 

4.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한다.  

5. 가장 뜻이 잘 통하는 단어의 의미를 선택한다.   

6. 원본을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확인한다. 

 

용
어

 

추론(infer): 배경지식과 

문장에서의 증거에 기초하여 

결론을 예측하는 것. 

주요 세부사항: 글의 

메시지 또는 주제를 

돕는 상세한 부분. 

요지 : 정보 문장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알리고 싶은 중심 

내용. 

문장 특징: 읽는 이가 정보를 찾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문장의 일부분. 예를 들어 제목, 목차, 

용어, 전자메뉴, 아이콘, 굵은체 글씨, 표식, 사진, 

캡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