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술형�활동지



1. ‘아몬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하여� 써� 보

세요.

✦ 아몬드 ✦



1.� 글쓴이가� 말하는� 한눈팔기의� 장점을� 써� 보세요.

2.� 한눈팔기에� 대한� 내� 생각을� 랩� 가사로� 표현해� 보세요.

✦ 한눈팔기 ✦



1.� 이� 시의� 다음� 부분에서� 소금을� ‘흰� 눈’에� 비유한� 까닭을� 써� 보세요.

  

2.� 나라면� 소금을� 무엇에� 비유할지� 떠올려� 보고,� 그� 까닭을� 써�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 소금 ✦

∎ 소금을 비유한 대상:

∎ 까닭:



‘

1.� 애기� 장수� 큰이가� 임금님을� 보고� 실망한�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이� 글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 애기 장수 큰이 ✦



1.� 덴마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던� 전략을� 써� 보세요.

2.� 넘쳐나는� 식량의� 낭비를� 줄일� 방법을� 생각하여� 써� 보세요.

✦ 그 많던 식량은 어디로 갔을까 ✦



1.� 인구� 조사원이� 해모를� 찾아온� 이유를� 써� 보세요.

∎ 표면적 이유:                                                            

                                                                              

∎실제적 이유:                                                              

                                                                              

2.� 해모가� 복수하고� 싶었던� 인간들이� 누구였는지� 써� 보세요.

✦ 지도에 없는 마을 ✦



1.�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박두성이� 한� 일을� 바탕으로� 그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를� 써� 보세요.

✦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밝히다 ✦



1.�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거나,�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는� 행동

은� 밭의� 주인에게�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지� 써� 보세요.�

2.�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이� 공교롭게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속담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보세요.

✦ 어디에서 신발을 고쳐 신어야 할까 ✦



1.� 애완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인� 두� 가지를� 써� 보세요.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뜻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아이폰 시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터치스크린 키보드를 아무

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금

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 애완돌을 아시나요 ✦



1.�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웨덴에서� 시행한� 현금� 살리기의�

내용을� 채워� 보세요.

2.� 나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스웨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에서는 (                  ). 

또한 (                         )의 설치도 늘리도록 지시하였다.

✦ 현금 없는 사회 ✦



1.� ’항생제‘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내성이� 생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써� 보세요.

✦ 세균과 인간의 전쟁 ✦



1.� 19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인공� 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한지� 근거를� 들어� 써� 보세요.

 

✦ 인공 지능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



1.� 글쓴이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써�

보세요.

2.� 내가� 다른� 사람과�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할� 방법에� 대

해� 써� 보세요.

✦ 나는 반대한다 ✦



 

1.� 다듬은� 말� 사용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을� 요약해서� 써� 보세요.

2.� 나는� 다듬은� 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언택트와 비대면 ✦

차승아 도정원



1.�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①                                                                            

②                                                                            

③                                                                            

④                                                                            

2.� 농사짓기가� 바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서� 써� 보세요.

✦ 신석기 시대의 혁명 ✦



1.� 동넷개가� 관객들에게� 알사탕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바탕으로� 김� 영감과� 동넷개의� 사이가� 어떤지� 써�

보세요.

✦ 칠 대 독자 동넷개 ✦



 

1.� ‘대한민국� 듣기� 평가’의�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

써� 보세요.

2.� [보기]를� 참고하여� 말이� 잘�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나만의�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나의 마음도 머뭅니다.

✦ 비� 오는� 날 ✦✦ 대한민국 듣기 평가 ✦



1.� ‘자유의� 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닭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뜻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고향을 앞에 두고 가지 못하며 해마다 이곳에서 차례를 지내시는 분

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에 멍이 들

어 있으실 것 같았다.

✦ 최북단의 전망대를 가다 ✦



1.� 청중이�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을� 듣고� 놀란� 이유� 두� 가지를� 써� 보세요.

①                                                                            

②                                                                            

2.� 하이든이� 다양한� 형태의� 악곡에서� 보여� 준� 것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



1.� 초등학생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까닭을� 요약해서� 한� 문단으

로� 써� 보세요.

2.� 초등학생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용에� 대한� 내� 의견을� 선택하세요.� 그리

고� 그� 까닭을� 써� 보세요.

✦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두 얼굴 ✦

∎ 나의 의견: 찬성 □  반대 □

∎ 까닭:



1.�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가짜� 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으면� 공유해� 보세요.

✦ 가짜 뉴스를 줄이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