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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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에서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같은 주제의 두 글, 비디오, 삽화 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는다. 

 문장 특징을 사용하여 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주요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문장 내의 주제를 찾아서 주요 세부사항을 다시 말한다. 

 생각 또는 문장 속의 일부 정보 간의 연결을 찾아 설명한다. 

 문장에서 작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찾는다. 

언
어

: 어
휘

  주제-단어 또는 정보에서 혼돈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한다. 

 단어와 실생활에서의 단어활용 간의 연결을 찾는다. 

 주요 속성에 따른 분류법을 만들어 단어를 정의하고 나눈다. 

 "un-"과 같은 접두사를 사용하여 단어의 뜻을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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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S 란 읽기/독해에서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종
합
력

 

부분적인 내용을 

합하여 전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또는 독특한 전체를 

형성한다. 

 주제와 읽기에서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문장과 연결을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의미가 있는 그룹별로 단어를 분류하고 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각 그룹에 추가로 넣는다. 

 

 

그룹 1 
(천연자원/물질) 

그룹 2 
(___?___) 

 

흙 못 

물 망치 

나무 ? 
 

  

  

 

노
력

/동
기

/근
력

 

목표달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장애나 

방해가 되는 요소나 

정신적 압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개개인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독해 기술을 향상시킨다. (예: 

"나는 이번 학기까지 1 학년이 익히는 단어 표에서 20 개의 단어를 

배우고 읽을 거예요.") 

 읽을 때, 다른 여러 전략을 사용하여 이해도를 확인한다. (예: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작가가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전에 학습한 것과 연관시켜본다) 

이 그룹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What other 

word could go 
here? 

이 그룹 단어의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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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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소 간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원형 비교표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매일 밤 책을 읽는다.  독서 자료로는 책, KidsPost 

[http://www.washingtonpost.com/lifestyle/kidspost], 기타 

아이들용 신문, Time for Kids [www.timeforkids.com], 지도, 지도책 

등을 읽어보자. 

 좋아하는 장소(예: 휴양지, 백화점,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음식점)와 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본다. 

 나라에 대해 소규모 리서치를 해본다. 

1. 나라를 정한다.  정한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질문한다. (예: 

"일본은 어디에 있지? 일본 애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놀까? 등) 

2. 도서관이나 온라인 자료 (예: 

http://kids.nationalgeographic.com/kids/places/)를 사용하여 

답을 찾는다. 

3. 차례와 색인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는다.  캡션을 꼭 읽고 

사진이나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여 새로운 사실을 찾아보자. 
4. 알게 된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눈다. 

  

 굵은 글씨체, 대문자, 사진, 지도 등과 같은 문장 특징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한 정보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사진과 다양한 문장에서의 주요 세부사항을 통해 주제를 

찾는다. 

 주요 세부사항과 삽화 등 작가가 제공한 힌트를 사용하여 

제목을 보기 전에 문장에서의 정보를 통해 어떤 제목이 

맞는지를 예측해 본다. 

 기사나 글을 듣거나 비디오를 시청하여 그 장소에 대해 작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찾아낸다. 

언
어

: 어
휘

 

 단어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라벨을 붙인다. (예: 장소, 자연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등) 

 접두사 "un-"을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한 힌트로 사용한다. (예: 

natural [자연이 만든 것],  unnatural [자연이 만들지 않은 것]) 

 접두사 게임을 하자! 

1. 타이머를 60 초에 맞춘다. 

2. 접두사, “un-”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나열한다.  

 새로운 단어의 의미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단어 중 어떤 

단어에서의 "un-"의 의미는 매우 햇갈리니 조심하자! 예를 들어, 

uncle, under, understand 에서 un 은 접두사가 아닌데도 un 으로 

시작한다.  
 

용
어

 

주제: 정보 문장에서의 주요 초점 접두사: 단어의 앞에 붙여지는 글자로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것. 문장 특징: 문장의 일부분으로 읽는 이가 정보를 

찾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제목, 목차, 

용어, 전자메뉴, 심벌, 굵은체 글씨, 상표, 사진, 

캡션. 

예: 

 

이 책의 

주제는 

집짓기이다. 

예: pre (전/사전에:before) re (다시:again)  

preschool reread 

preheat reheat 
  

원형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