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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구성과 사용법
How to Use This Book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은 교재의 

내용을 보충·심화 학습하기 위한 보조 교재입니다. 워크북은 

교실 수업에서 교재와 함께 사용하거나 자율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은 4쪽 분량이며, 어휘 연습, 

문법과 표현 연습, 종합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Korean for Overseas Koreans (English) 6-2』 workbook 

is a study aid to supplement and deepen the contents 

of textbook. It can be used in conjuction with standard 

classroom textbooks or as self-study material. Each unit 

consists of 4 pages, consisting of vocabulary exercises, 

grammar and expression exercises, and integ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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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구성과 사용법 
How to Use This Book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화권을 골라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area of culture.

1 문화의 특징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as they relate to cultural characteristics.

Unit

01
어휘  Vocabulary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Big World, Various Cultures

생활 예절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언어

동아시아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다. 문화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도 많

다. 1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음식의 양념은 담백한 반면, 중국 음식의 양념은 진

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2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전통 의

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전혀 달라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사용하는 글자도 다르고 말도 달라 3  

  에서의 차이도 크다.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7

4  1

3

2

1   어휘

단원에서 학습한 문법을 유의미한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돕는 연습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유럽   물가가 많이 오르다

1  다른 언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다

2  언니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3  10년 전   동생은 키가 작은 편이다

4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국어는 색채어가 다양하다

보기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1    

2    

3    

4    

서양 사람들이 입식 생활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한다.  .보
기

1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

2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

3   미국에서는 선생님께 한 손으로 물건을 줘도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4   우리 나라에서는 밥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와/과 비교하면 

 와/과는 대조적으로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2   문법 및 표현

단원의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통합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준비 

1  평소에 한국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1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Consider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on what points does Korean culture exhibit 
differences from your culture?

 보기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침대를 사용해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집도 많아요.

포크와 나이프를 써요. 수저를 사용해요.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활동  Activity

 한국 문화를 소개해 보세요.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관에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신발장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9

3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생각나는 대로 비교해서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Tak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and etiquette into consideration, where does Korean 
culture differ from your culture? Think of some differences and make a memo to compare.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

1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3   활동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도록 돕는 

연습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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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s practice questions that help you retain 
the vocabulary learned in the unit into long-term 
memory and use it in context.

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화권을 골라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area of culture.

1 문화의 특징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as they relate to cultural characteristics.

Unit

01
어휘  Vocabulary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Big World, Various Cultures

생활 예절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언어

동아시아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다. 문화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도 많

다. 1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음식의 양념은 담백한 반면, 중국 음식의 양념은 진

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2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전통 의

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전혀 달라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사용하는 글자도 다르고 말도 달라 3  

  에서의 차이도 크다.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7

4  1

3

2

1   Vocabulary

This presents exercises to help you use the grammar 
you learned in the lesson in a meaningful context.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유럽   물가가 많이 오르다

1  다른 언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다

2  언니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3  10년 전   동생은 키가 작은 편이다

4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국어는 색채어가 다양하다

보기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1    

2    

3    

4    

서양 사람들이 입식 생활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한다.  .보
기

1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

2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

3   미국에서는 선생님께 한 손으로 물건을 줘도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4   우리 나라에서는 밥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와/과 비교하면 

 와/과는 대조적으로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2   Grammar & Expressions

We have incorporated an integrated activity that 
lets you ptractice that contetns of the unit in a 
comprehensive manner.

 준비 

1  평소에 한국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1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Consider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on what points does Korean culture exhibit 
differences from your culture?

 보기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침대를 사용해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집도 많아요.

포크와 나이프를 써요. 수저를 사용해요.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활동  Activity

 한국 문화를 소개해 보세요.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관에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신발장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9

3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생각나는 대로 비교해서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Tak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and etiquette into consideration, where does Korean 
culture differ from your culture? Think of some differences and make a memo to compare.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

1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3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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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을 보고 알맞은 문화권을 골라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area of culture.

1 문화의 특징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as they relate to cultural characteristics.

Unit

01
어휘  Vocabulary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Big World, Various Cultures

생활 예절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언어

동아시아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유럽 문화권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다. 문화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도 많

다. 1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 음식의 양념은 담백한 반면, 중국 음식의 양념은 진

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2    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전통 의

복은 색깔이나 모양이 전혀 달라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사용하는 글자도 다르고 말도 달라 3  

  에서의 차이도 크다.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7

4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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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유럽   물가가 많이 오르다

1  다른 언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다

2  언니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3  10년 전   동생은 키가 작은 편이다

4  지난번에 만났을 때   한국어는 색채어가 다양하다

보기   유럽과 비교하면 한국은 교통비가 저렴한 편이다.  

1    

2    

3    

4    

서양 사람들이 입식 생활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한다.  .보
기

1  한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

2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

3   미국에서는 선생님께 한 손으로 물건을 줘도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4   우리 나라에서는 밥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

 와/과 비교하면 

 와/과는 대조적으로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8 2017-01-24   오후 10:30:05



  준비 

1  평소에 한국 문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1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Consider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on what points does Korean culture exhibit 
differences from your culture?

 보기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침대를 사용해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집도 많아요.

포크와 나이프를 써요. 수저를 사용해요.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활동  Activity

 한국 문화를 소개해 보세요.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관에 신발을 벗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신발장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

Unit 01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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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 예절 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는 무엇이  
달라요? 생각나는 대로 비교해서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Taking clothing life, diet life, housing life, and etiquette into consideration, where does Korean 
culture differ from your culture? Think of some differences and make a memo to compare.

우리 나라의 문화 한국 문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

1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10 2017-01-24   오후 10:30:05



1 정치·경제 제도와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related to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어휘  Vocabulary

Unit

02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제
Various Issue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2 다음의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쓰세요.
 Choose and write about some of the problems facing the following regions.

전쟁               자연재해               내전               경제난               빈부 격차 

인권 문제               문맹               질병               식량난

한국 유럽 아프리카
1 2 3

1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제도

2    : 능력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제도

3    :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Unit 02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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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일이 많다   계속 웃고 있다

1  드라마가 재미없다   텔레비전을 끄다

2  많이 힘들다    얼굴을 보기 힘들다

3  무슨 좋은 일이 있다   퇴근을 못 하고 있다

4  요즘 많이 바쁘다   얼굴이 어둡다

보기   일이 많은지 퇴근을 못 하고 있다.

1    

2    

3    

4    

친구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
기

1  미디어의 영향으로   .

2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

3  인터넷의 영향으로   .

4  전쟁의 영향으로   .

 -(으)ㄴ지/(으)ㄹ지 

 의 영향으로 

1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12 2017-01-24   오후 10:30:06



  준비 

1  세계의 여러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2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What are some problems tha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facing?

 보기  

언제 일어났어요? 2010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멕시코 만

무슨 사고예요? 석유 탐사 시설이 폭발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많은 해양생물들이 죽었고 바다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 사고가 일어난 후 기름띠가 6,500㎢ 넓이의 바다를 덮었다.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활동  Activity

 세계의 사건과 사고 

저는 201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석유 유츌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고는 ……

Unit 02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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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알아 보고 써 보세요.
 What are some problems tha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facing?

언제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사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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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
Historical Events That Changed the World

1 다음의 유물들과 관련 있는 시대를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era as that relates to the relics in the following.

어휘  Vocabulary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2 다음의 나라들과 관련 있는 역사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about all the things relevant to history of the following countries.

나라가 둘로 분단되다          통일하다          전쟁을 끝내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전쟁에서 패하다          독립하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다          문화를 창조하다

한국 미국 독일
1 2 3

1 2 3

Unit 03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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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내부가 분열되다   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테러가 발생하다   제국도 곧 멸망하다

2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다   모두 조용해지다

3  그 사람이 말을 꺼내다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다

4  그 영화배우가 나타나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다

보기   내부가 분열되자 제국도 곧 멸망했다. 

1    

2    

3    

4    

민주화 운동에 의해 독재가 끝났다  .보
기

1  정기적인 건강 검진에 의해   .

2  자연재해에 의해   .

3  인간에 의해   .

4  친구의 권유에 의해   .

 -자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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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2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historical events of Korea?

 보기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슨 사건이에요?
북한 공산군이 불법으로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어떻게 끝났어요? 1953년 7월 휴전 협정을 했다.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활동  Activity

 한국의 역사적 사건 알아보기 

저는 한국에서의 역사적 사건 중에 한국 전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은……

Unit 03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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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 골라 소개해 보세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Korean history? Introduce and talk about a Korean historical 
event you know.

언제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어떻게 끝났어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memo you made with your classmates.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저는 한국에서의 역사적 사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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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역사 속 인물
Figures in History

어휘  Vocabulary

2 그림을 보고 관계있는 것을 골라 쓰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relevant choices. 

1 노력과 관련된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that relate to effort.

사상 최초로                       도전정신으로                       귀감이 되다

시련과 고난이 있다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다              발명하다              작품을 남기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은 결코 쉽게 이

루어지지 않았다. 첫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1    수없이 추락하는 실패를 반복

하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2    좌절하지 않았으며 3    

1903년 12월 17일에 마침내 첫 비행에 성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4    인

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라이트 형제. 이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5    있

다.

1 2

3 4

 

 

 

 

콜럼버스

이순신

에디슨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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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했다  .보
기

1  백신이 발명됨으로써   .

2  탄산음료를 많이 마심으로써   .

3  벨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

4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

1  세종대왕 : 위대한 과학자, 언어학자

 →   

2  니체 : 독일의 철학자, 시인

 →   

3  마이클 잭슨 : 가수, 작곡가

 →   

4  안젤리나 졸리 : 유명한 배우, 감독

 →   

김구 : 한국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  김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보
기

 (이)자 

 -(으)ㅁ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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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여러분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싶습니까?

2  만나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습니까?

1 어떤 사람을 인터뷰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Who would you like to interview? What questions would you ask them?

 보기  

인터뷰 대상 디즈니

이 사람이 한 일
<미키 마우스> 등의 만화영화를 제작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하고 싶은 질문

어렸을 때부터 만화영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미키 마우스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만화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가상의 인터뷰를 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conduct a mock interview with your classmate.

활동  Activity

 위대한 인물을 직접 만난다면?! 

안녕하세요, 디즈니 씨.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Unit 04  역사 속 인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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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이 인터뷰 해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고, 어떤 질문을 할지 써 보세요.
 Think about a person you want to interview and write some questions you want to ask them.

인터뷰 대상

이 사람이 한 일

하고 싶은 질문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가상의 인터뷰를 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conduct a mock interview with your classmate.

5 위에서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interview you just completed.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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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복습 1
Review 1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아래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selection from the 
suggested words.

발명             불구하고             발발하다             불교             헌신하다

내전             도전정신             식량난             활발하다             식생활

가로

1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서는 정

신. 위대한 인물들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을 가지고 있어요.

3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

여 만들어 내는 거예요.  ◯◯하다.

5  얽매이지 아니하고. 계속된 실패에도 ◯◯◯

◯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7  식량이 모자라서 생기는 어려움. 계속된 가뭄

으로 ◯◯◯에 허덕이고 있어요.

9  성격이 힘차며 시원스러운 것을 뜻하는 말이

에요. 민수는 항상 씩씩하고 ◯◯◯◯.

세로

2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내란. 

◯◯

4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일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

6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

을 의미해요. ◯◯◯◯.

8  BC 6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후 여

러 나라에 전파된 종교. 태국, 미얀마 등이 대

표적인 ◯◯ 국가예요.

10 인간생활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

여 이르는 말이에요.  ◯◯◯.

어휘  Vocabulary

1

9

7 5

3

4

8

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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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출발 ▶
자기의 가정

환경에 대해

말하기

▶
‘-자’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우리나라

식사법을 한국과

비교하기

▶
뒤로 두 칸  

가세요

▼

‘사상 최초로’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라틴문화권에

대해 설명하기
◀

‘-(으)ㄴ/ㄹ지’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한 번 더 하세요. ◀
최근 세계

뉴스 하나

말하기

▼

한 번 쉬세요! ▶
‘이자’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

‘영토 확장’

의미 설명하기
▶

세 칸 앞으로

가세요!
▶

왕 이름 세 명

말하기

▼

한국 관련 정보

세 가지

설명하기

◀
‘빈부 격차’의

의미 설명하기
◀

‘출발’로

돌아가세요!
◀

‘와/과는 대조

적으로’

문장 만들기

◀
20세기 가장

큰 사건 말하기

▼

존경하는

인물의 업적

말하기

▶
‘출발’로

돌아가세요!
▶

‘의 영향으로’

문장 만들기
▶

과학자, 예술가

한 명씩

이름 말하기

▶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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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6
위대한 발명
Great Inventions

어휘  Vocabulary

1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2 발명품의 효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related to the utility of inventions.   

발견했다             개발했다             실험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편리하다             유용하다             변화시키다             문제를 해결하다

1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 700번을   .

2  스티브 잡스는 1976년에 애플 컴퓨터를   .

3  알렉산더 플레밍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세균을 죽인다는 것을   .

4   갈릴레이는 아이들이 안경을 겹쳐 먼 곳의 사물을 가깝게 보는 것을 보고 망원경 발명의 

  .

1  바퀴의 발명은 인류의 이동 수단을 크게   .

2  시계의 발명 덕분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3  세종대왕은 문자와 소리가 서로 맞지 않는    위하여 한글을 발명하였다.

4  지우개 달린 연필, 포스트잇과 같이 사소하지만    발명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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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보기  접이식 우산   자신감을 되찾다

1  바퀴의 발명   자동차가 발명될 수 있다

2  SNS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지다

3  한류 열풍   멀리 있는 친구의 소식을 금방 알 수 있다

4  선생님의 칭찬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리해지다

보기   접이식 우산 덕분에 비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리해졌다.  

1    

2    

3    

4    

A 인쇄기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발전하다)

B 맞아요. 인쇄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많은 책을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보
기

1  A 이게 뭐예요?

 B 셀카봉이라는 건데요. 혼자서 사진을   유용한 물건이에요. (찍다)

2  A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해야겠어요.

 B 비타민 C를 챙겨 드세요. 비타민 C는 감기를   효과적이에요. (예방하다)

3  A 햇빛의 양이 과일의 맛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결정하다)

 B 네. 햇빛을 많이 받으면 과일이 더 달고 맛있어지지요?

4  A 적당한 휴식은 일의 효과를   도움이 돼요. (높이다)

 B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쉬면서 해야 돼요.

 덕분에 

 -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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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여러분은 학교에서 불편을 느낀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편을 느꼈어요?

2  우리 학교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좋을까요?

1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해 보세요.

  Research in what ways your friends feel inconvenienced and discuss what items are therefore 
necessary to have at school.

 보기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
높은 층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불편함

학교에 필요한 물건 높은 층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

발명 방법
교실 바깥 창문 쪽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에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1층까지 연결함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활동  Activity

 우리 학교 발명 대회, 나도 발명왕! 

저는 높은 층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느꼈

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미끄럼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교실 바깥 창문 쪽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에 미끄럼틀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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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도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Research what your friends feel inconvenienced by and discuss what things are necessary to 
have at school. Make a simple memo accordingly.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

학교에 필요한 물건

발명 방법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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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미래의 재산, 환경
The Future of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어휘  Vocabulary

2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과 국가 또는 기업이 실천해야 할 환경 보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for way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t an individual 
or corporate level.

재활용         환경세 부과 및 납부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기/폐수 정화 

환경 단체 활동         자연 보호 구역 설정         에너지/전기/물/종이 절약

개인 국가/기업
1 2

1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환경을 살리다         생태계를 복원하다         오염을 줄이다         대책을 마련하다

지구 온난화나 사막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살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통

해 2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도시 개발을 줄이고 나무를 심거나 자연보호구역

을 늘리는 등 파괴된 3    한다. 또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근본적인 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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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보기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다   기업들의 오염물 배출이 줄어들다

1  환경세 정책을 시행하다   성격이 활발해지다

2  동아리 활동을 하다   생태계 파괴 현상이 심각해지다

3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다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다

4  그 배우는 드라마에 출연하다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생기다

보기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면서부터 생태계 파괴 현상이 심각해졌다.   

1    

2    

3    

4    

A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B  사막화나 야생동물 멸종과 같은  현상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막화, 야생동물 멸종)

보
기

1  A   환경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토피, 비염)

 B 저도 요즘 비염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2  A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B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닐봉지, 종이컵)

3  A 환경 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B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A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요즘 어떤 전공이 인기가 많은지 알아요?

 B   전공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경영학, 미디어학)

 -(으)면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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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환경 보호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2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어요?

1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Think about ways to better protect the environment at school and discuss with your classmates.

 보기  

학교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버려지는 종이가 너무 많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

교실 뒤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뒷면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따로 모음

반 친구들이 함께 종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활동  Activity

 우리 학교 환경 보호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학교에서 그냥 버려지는 깨끗한 종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 뒤에 작은 상자를 만

들어서 뒷면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따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반 친구

들이 모두 그 종이를 연습 종이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Unit 07  미래의 재산, 환경   31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31 2017-01-24   오후 10:30:11



3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
기해 보세요.

 Think about ways to better protect the environment at school and discuss with your classmates.

학교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학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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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8
우리들의 미래 사회
Our Future Society

어휘  Vocabulary

2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속도가 더욱 빨라지다         기술이 개발되다         위기를 맞다         불편함이 사라지다

긍정적 부정적
1 2

1  다음은 사회의 발전과 쇠퇴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준에 따라 어휘를 분류해 보세요.

  The following words can be used to express both the growth and decline of society. Categorize 
the word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좋아지다                    몰락하다                    퇴보하다                    성장하다

쇠퇴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사라지다

최근 국내의 한 통신 회사에 의해 새로운 1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2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량이 큰 동영상을 전송할 때 발생했던  

3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동안 신기술을 선보이지 못해  

4    통신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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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보기  기술이 발전하다   일 처리 속도가 빨라지다

1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다   이동 시간이 줄다

2  의학이 발전하다   생활이 편리해지다

3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쓰레기도 늘어나다

4  인구가 증가하다   암 치료가 가능해지다

보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1    

2    

3    

4    

2 보기  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A 50년 후에는 몸에 입는 컴퓨터를 사용할 거래요.

B 정말요? 과학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네요. (발전하다)

보
기

1  A 요즘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B 맞아요. 종이책이 점점 전자책으로   있어요. (바뀌다)

2  A 사회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있는 것 같아요. (자동화되다)

 B 그건 그런데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3  A 요즘도 계속 봉사 활동을 하세요?

 B 네, 요즘은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라지다)

4  A 그 드라마가 벌써   . (끝나다)

 B 그러네요. 한동안 재미있게 봤는데 아쉽네요.

 -(으)ㅁ에 따라 

 -아/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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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50년 전에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었어요?

2  5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인기가 있을까요?

1 친구들과 함께 50년 후 미래에는 직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potential changes in jobs 50 years from now with your classmates.

 보기  

50년 전에는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었어요?

50년 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생산 분야가 인기가 있었음.

50년 후에는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을까요?

50년 후에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인기가 있을 것임.  

사람을 상대로 하는 분야가 인기가 있을 것임.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활동  Activity

 직업을 찾아 떠나는 미래 여행 

50년 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생산 분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50년 후에는 기

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분야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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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50년 후 미래에는 직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Discuss the potential changes in jobs 50 years from now with your classmates.

50년 전에는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었어요?

50년 후에는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을까요?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50년 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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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생활 속의 과학
Science in Our Life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탄소

어휘  Vocabulary

2 다음은 공기와 관련된 용어예요.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The following words relate to air.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1  O2 :  

2  CO2 :  

3  H2 :  

4  C :  

1 다음은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예요. 다음의 설명에 관련된 용어를 찾아 쓰세요.
 The following words relate to energy. Find and write the best word as it relates to the statement.

중력              부력              관성              원심력              가속도

1    :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2    : 사과가 나무 아래로 떨어져요.

3    : 내리막길에서 달리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4    : 지구가 태양 주변을 빠르게 돌아요.

5    :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들이 버스 앞으로 넘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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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보기  소금물을 끓이다   내려오면 사람의 몸이 붕 뜨다

1  풍선에 공기를 넣다   식히면 물에서 소금을 분리할 수 있다.

2  고무줄을 잡아당기다   집에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리다

3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다   갑자기 빼면 풍선이 날아가다

4  겨울에 밖에 나가다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다

보기   소금물을 끓였다가 식히면 물에서 소금을 분리할 수 있다. 

1    

2    

3    

4    

2 보기  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A 왜 아기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그칠까요?

B 그건 진공청소기 소리가 엄마 배 속에서 듣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 (비슷하다)

보
기

1  A 왜 눈이 쌓인 도로에 모래를 뿌려요?

 B 그렇게 하면 마찰력이 높아져서 자동차 바퀴가   . (미끄러지지 않다)

2  A 물이 담긴 컵에 기름을 부으니까 물 위에 기름이 뜨네요.

 B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 (낮다)

3  A 약은 왜 녹차하고 먹으면 안 돼요?

 B 그건 녹차에 카페인이   . (있다)

4  A 몸에 좋은 비타민C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고 하네요.

 B 맞아요.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영양소가   . (불균형해지다)

 -았/었다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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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y

  준비 

1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2  알고 있는 생활 속 과학 현상이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1 친구들과 함께 다음의 실험 중 한 가지를 골라서 해 보고, 실험 보고서를 써 보세요.
 Among the following experiments, pick one with your friends and write a report on your experiment.

 보기  

실험 1 실험 2

제목 테이블보를 빼라! 젓가락에 매달린 쌀병!

준비물 평평한 탁자, 테이블보, 무거운 물건 빈 주스 병, 쌀, 나무젓가락

방법

1. 평평한 탁자 위에 테이블보를 깔고 물건

을 올린다.

2. 테이블보를 재빠르게 당겨서 빼낸 후 물

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찰한다.

3. 테이블보를 천천히 잡아당기며 물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한다.

1. 빈 주스 병에 쌀을 가득 담는다.

2. 주스 병 안에 나무젓가락을 깊게 꽂고 주

변의 쌀을 단단하게 눌러 다진다.

3. 나무젓가락을 잡고 병을 천천히 들어 올

린다.

결과

테이블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물건들이 그

대로 있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물건이 떨어

진다.

나무젓가락만으로 쌀이 든 무거운 병을 들 

수 있다.

원리
테이블보 위의 물건들은 관성 때문에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나무젓가락과 쌀 사이에 생긴 마찰력 때문에 

쌀이 들어 있는 무거운 병을 들 수 있다.

 나는야, 과학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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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실험 보고서를 써 보세요.
 Write a report on the following experiment.

실험 보고서

모둠 이름 :

제목

준비물

방법

<사진>

결과

<사진>

원리

3 위의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bov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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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복습 2
Review 2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selection from the 

suggested words.

발견하다         전자책         인쇄기         전구         산소

발전하다         수증기         분리배출         이산화탄소         연구하다

가로

1  새로운 물건이나 사실을 찾아낸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3  책이나 광고물 같은 종이를 찍어내는 기계예

요.

5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에요.

7  어떤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따져 본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9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것이에요

세로

2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단어

예요.

4  물을 끓이면 이것이 돼요.

6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물건이에요.

8  우리가 숨을 쉴 때 내쉬는 것이에요.

10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에요.

어휘  Vocabulary

발 견 하 다

5

7

1

9

3

10

4

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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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출발 ▶ -는 데에 ▶
대책을

마련하다
▶ -아/어 가다 ▶

뒤로 두 칸  

가세요

▼

-았/었다가 ◀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 마찰력 ◀ 한 번 더 하세요. ◀ 급속도로

▼

한 번 쉬세요! ▶
-기

때문이다
▶

부피가

늘어나다
▶

세 칸 앞으로

가세요!
▶

-(으)ㅁ에

따라

▼

같은 ◀
환경을

살리다
◀

‘출발’로

돌아가세요!
◀ -(으)면서부터 ◀ 유용하다

▼

오염이

심각하다
▶

‘출발’로

돌아가세요!
▶ 위기를 맞다 ▶ 덕분에 ▶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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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수필 '무소유'를 읽다
Reading the essay 'Musoyu'(nonpossession)

소설                수필                감상문                시                논설문                설명문

1 문학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 related to literature.

어휘  Vocabulary

2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choices and complete the sentences 

보기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는 유달리 음식이나 돈에 집착한다  .

1  세계의 몇몇 나라들은 핵 무기를   있다.

2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

3   평소에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남으면 편안함이 아니라   느낌을 

가진다고 한다.

4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가 버려서 정말   .

1  허구의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력을 살려 쓴 이야기이다.   

2  정서나 사상 등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쓴 것이다.   

3  공연 등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쓴 글이다.   

4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등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쓴 글이다.  

5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6  어떤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소유하다         서운하다         허전하다         홀가분하다         집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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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1  친구들에게 에스엔에스로   전화로 연락하기도 한다.

2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게임을 하기도 한다.

3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여행사에 가기도 

한다.

4  주말에는 친구를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또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기도 한다.보
기

이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시작하다)보
기

1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1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감추어두었던 사실을   . 

 (알려드리다)

2  다음 달에 있을 바자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바자회를   . 

 (준비하다)

3  이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 

 (투표하다)

4  연말에는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 

 (내다)

 -고자 하다 

 -(으)ㄴ/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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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  여러분은 시나 소설을 자주 읽어요?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해 보세요.

1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뭐예요?
 What book did you most enjoy reading?

 보기  

제목이 뭐예요?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

누가 썼어요? 엘윈 브룩스 화이트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성이 풍부한 돼지 윌버와 영리한 회색 거미 샬롯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돼지와 거미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동물 친구들이 서로를 도와서 윌버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write about and introduce the book you enjoyed reading.

 

 

 

 

 

활동  Activity

 내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책은……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샬롯의 거미줄’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8살 때였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재미있어서 열 번도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감성이 풍부한 돼지 윌버와 영리

한 회색 거미 샬롯이 친구가 되어서 겪는 재미있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돼지와 거미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동물 친구들이 윌버를 살리기 위해 서로를 돕습니다. 동물 친구들 사이

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도 친구들과 이런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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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뭐예요?
 What book did you most enjoy reading?

제목이 뭐예요?

누가 썼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4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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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대중매체의 기능
The Function of Mass Media

Unit 12  대중매체의 기능   47

1 대중매체의 기능과 특징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that relate to the functions and features of mass media.

어휘  Vocabulary

믿을 만하다         편파적이다         정보를 전달하다         여론을 형성하다         중립적이다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1    

수단이다.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2    . 그러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3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4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보가 

5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2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that relate to the following case.

보기   그 남자는 매일 술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하루라도 안 마시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요. 중독되다  

1  저는 여자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50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2  저는 방학 때 절대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3  저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은둔하다               맹신하다               중독되다               집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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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간접화법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Using indirect discourse,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가 이번 달부터 교통비가 오르지요?

나 아니요,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다음 달부터 오른댔어요  . (오르다)

보
기

1  가 민수 씨가 지난주에 찍은 우리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을까요?

 나 네. 아까 만났는데 벌써   . (올리다)

2  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 (사용하지 말다)

 나 맞아요. 숙면에 방해가 된대요.

3  가 한국행 비행기 표는 예약했니?

 나 네, 엄마. 어제 언니가   . (예약하다)

4  가 선생님께서 독후감을 다   . (쓰다)

 나 네. 다 썼다고 전해 주세요.   

1 보기  와 같이 간접화법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Using indirect discourse,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가 발표 팀이 자료를 가져오면 돼?

나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래  . (올리다)

보
기

1  가 다음 주에 드디어 이번 시즌 우승자가   . (결정되다)

 나 그래요? 다음 주 방송은 꼭 챙겨 봐야겠어요.

2  가 앞으로는 악플에 대한 처벌이 더욱   . (강화되다)

 나 그것 참 다행이네요.

3  가 다음 달에 청소년 토론 대회가 있는데 걱정이에요.

 나 토론을 잘 하고 싶으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자주   . (보다)

4  가 형, 엄마가 숙제는 다 하고   . (게임하다)

 나 응. 숙제 다 했다고 말씀드려.

 -대요/내요/래요/재요 

 -댔어요/ 어요/랬어요/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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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대중매체의 기능   49

  준비 

1  여러분은 신문을 자주 읽어요?

2  최근에 본 신문 기사를 소개해 보세요.

1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취재해 보고 그중 흥미로운 소식이나 사건
을 골라서 신문 기사를 만들어 보세요.

  Collect some news items in our class or school with your classmates and make an article 
including some interesting items.

 보기  

기사 제목 한글학교 바자회 25일 열릴 예정

취재 내용

언제 이번달 25일

어디에서 한글학교 운동장

누가 한글학교 구성원 누구나

무엇을 안 쓰는 물건들

어떻게 바자회를 열고 물건을 팔아 번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낼 것임

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간단한 기사를 써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write a brief news article with your classmate.

 

 

 

 

 

 

 

활동  Activity

 나는 기자다! 

한글학교 바자회, 25일 열릴 예정

   무궁화 한글학교에서 이번 달 25일 바자회를 열 예정이다. 바자회는 한글학교의 운동장에서 열

릴 예정이며, 한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이 있다면 바자

회에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 수 있다. 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자회 물건을 팔아 번 돈은 불우 으웃을 돕는 데 전액 쓰일 예정이다. 이 바자회는 경

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한글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

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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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구들과 함께 우리 반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취재해 보고 그중 흥미로운 소식이나 사건
을 골라서 신문 기사를 만들어 보세요.

  Collect some news items in our class or school with your classmates and make an article 
including some interesting items.

기사 제목

취재 내용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와 간단한 기사를 써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write a brief news article with your classmate.

 

 

 

 

 

 

 

5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50 2017-01-24   오후 10:30:14



Unit

13
같고도 다른 언어
Languag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Unit 13  같고도 다른 언어   51

1 한국어의 품사와 문장과 관련하여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that relate to parts of speech and sentences in the 

Korean language.

어휘  Vocabulary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1    : ‘가다, 먹다, 운동하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2    : ‘학교, 선생님, 연필’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3    : ‘예쁘다, 아름답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4    : ‘아주, 가끔’과 같이 주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

조사가 있다       높임법이 발달했다       의성어가/의태어가 발달했다       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2 한국어의 특징에 대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appropriate features of the Korean language.

1  ‘저는 밥을 먹어요’와 ‘저 밥 먹어요’가 모두 가능하다.  

2   동생에게는 ‘밥 먹었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께는 ‘진지 잡수셨어요?’라고 말한다.  

3  한국어에는 ‘이/가’, ‘을/를’과 같은 품사가 있다.  

4  한국어에는 ‘보글보글’, ‘깡충깡충’과 같은 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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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1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 하면   .

2  한국 사람들이 [r] 발음을 왜 어려워하냐 하면   .

3  세종대왕이 언제 한글을 만들었냐 하면   .

4  한복이 뭐냐하면   .

2 보기  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conversations below as in the example.

A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알아요?

B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 (있다)

보
기

1  A 한국어와 중국어는 비슷한 언어지요?

 B 아니요. 다른 점이   . (많다)

2  A 무슨 책이에요?

 B 한국 소설인데   . (재미있다)

3  A 이번 휴가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B 네. 저는 이번에 유럽 여행을   . (가다)

4  A 우와, 이 아이들 쌍둥이네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B 네, 외모는 아주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히   . (다르다)

명사가 뭐냐하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
기

 -냐 하면 

 -ㄴ/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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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같고도 다른 언어   53

  준비 

1  한국어 관용 표현을 알고 있어요?

2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이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1  다음과 같이 한국어 관용 표현 중 하나를 골라서 관용 표현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Select one of the follow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nd explain a situation where the idiom 
could be accurately used.

 보기  

관용 표현 상황

손이 크다
우리 엄마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하신다.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다 못 먹어서 항상 음식이 많이 남는다.

입이 무겁다
내 친구 유정이는 친구들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활동  Activity

 재미있는 관용 표현 

우리 엄마는 정말 손이 크신 분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하세요.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다 못 먹어서 항상 음식이 많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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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관용 표현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Look at the idoms below and explain situations where the idiom could be accurately used.

관용 표현 상황

발이 넓다

눈이 높다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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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4
토론, 생각 나누기
Discussion, the Beginning of Idea Sharing

Unit 14  토론, 생각 나누기   55

어휘  Vocabulary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때
1 2

2 다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세요.
 Classify the following according to the criteria.

◯◯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Select and write the correct words that express agreement or disagreement.

보기   저는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다  

1  저는 김민수 씨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2  사형제도는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3  저는 조기유학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김민수 씨의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찬성하다           반대하다           동의하다           반박하다           근거를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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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쓰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보기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승하지 못했다

1  그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2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 일을 진행했다

3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4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보기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 일을 진행했다.  

1    

2    

3    

4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거예요  .보
기

1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

2  계속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

3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

4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

 -는데도 불구하고 

 -다고 하더라도 

56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2 워크북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56 2017-01-24   오후 10:30:15



Unit 14  토론, 생각 나누기   57

  준비 

1  최근에 관심 있는 토론 주제가 있어요?

2  좋은 토론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1 친구들과 함께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로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Select a topic to debate with your classmates and discuss why the topic should be discussed.

 보기  

토론 주제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각자 공부하고  

싶은 과목만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선정 이유

학생들이 자기가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과목 선택을 학생들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2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활동  Activity

 우리들의 토론 주제 

학생들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학생들의 자율에만 맡겨서

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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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도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로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Select a topic to debate with your classmates and discuss why the topic should be discussed.

토론 주제

선정 이유

4 위에 쓴 메모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Based on the memo you made, tell your classmates about the items necessary to have at school.

5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 보세요.
 Summarize the things you have discussed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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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복습 3
Review 3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아래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selection from the 

suggested words.

명사           중립적           형용사           명령문           맹신하다

신뢰감           청유문           여론           토론하다           중독되다

가로

1  약속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줘요. 계

속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  ‘민우’, ‘학교’, ‘의사’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5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편파적

이지 않은 상태예요.

7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

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

이 지배적이다.

9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영화를 봅시다’

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해요.

세로

2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에요.

4  ‘예쁘다’, ‘많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6  ‘말하세요’, ‘가세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어

떤 일을 시킬 때 사용해요.

8  우리 형은 매일 게임만 해요. 밥도 먹지 않고 

게임만 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10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 자

신의 의견을 주장해요.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어휘  Vocabulary

7

1

5

3

9

6

4

8

10

2

Unit 15  복습 3   59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2.indd   59 2017-01-24   오후 10:30:15



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

쉬세요!
높임법 -냐 하면 경청하다

두 칸 앞으로

가세요!
글을 올리다

-대요/래요/

재요/냬요

-다고

하더라도

두 칸 뒤로

가세요!

-댔어요/ 

랬어요/ 

쟀어요/냈어요

-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비판하다

동의하다 어순이 같다 -답니다 집착하다
‘출발’로

돌아가세요!
정보를 얻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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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답안
Answer Sheet

부록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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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01
Unit

 어휘

 1.  1   식생활

    2  의생활

    3   언어

 2.  1   아프리카 문화권

    2  유럽 문화권

    3   동아시아 문화권

    4   아메리카 문화권

 문법 및 표현

 와/과 비교하면

 1.  1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한국어는 색채어가 다양하다.

    2  언니와 비교하면 동생은 키가 작은 편이다.

    3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4   지난번에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

었다.

 와/과는 대조적으로

 2.  1   우리 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2  우리 나라는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3   두 손으로 드려야 한다.

    4   수저를 사용한다.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문제02
Unit

 어휘

 1.  1   공산주의

    2  자본주의

    3   민주주의

 2.  1   전쟁, 빈부 격차

    2  자연재해, 빈부 격차

    3   내전, 경제난, 인권 문제, 문맹, 질병, 식량난

 문법 및 표현

 -(으)ㄴ지/(으)ㄹ지

 1.  1   드라마가 재미없는지 텔레비전을 끈다.

    2  많이 힘든지 얼굴이 어둡다.

    3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계속 웃고 있다.

    4   요즘 많이 바쁜지 얼굴을 보기 힘들다.

모범 답안
 의 영향으로

 2.  1   온 국민이 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건물이 모두 무너졌다.

    3   먼 곳의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4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03
Unit

 어휘

 1.  1   석기 시대

    2  청동기 시대

    3   철기 시대

 2.  1   나라가 둘로 분단되다, 독립하다, 문화를 창조하다

    2   전쟁에서 승리하다, 전쟁을 끝내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다

    3   나라가 둘로 분단되다, 통일하가, 전쟁에서 패하다

 문법 및 표현

 -자

 1.  1   테러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2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자 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   그 사람이 말을 꺼내자 모두 조용해졌다.

    4   그 영화배우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에 의해

 2.  1   건강을 유지한다

    2  건물이 무너졌다

    3   자연이 파괴되었다

    4   운동을 시작했다

역사 속 인물04
Unit

 어휘

 1.  1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2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3   사상 최초로

    4   도전정신으로

    5   귀감이 되고

 2.  1   발견하다

    2  발명하다

    3   전쟁을 승리로 이끌다

    4   작품을 남기다

 문법 및 표현

 (이)자

 1.  1   세종대왕은 위대한 과학자이자 언어학자이다.

    2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3   마이클 잭슨은 가수이자 작곡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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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젤리나 졸리는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다.

 -(으)ㅁ으로써

 2.  1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2  충치가 생겼다

    3   먼 곳의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

    4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복습105
Unit

 1. 
2

내
4

헌

1

도 전 정 신

하 발 명

다 발

식 량 난 불 구 하 고

생 교 다

9

활 발 하 다

위대한 발명06
Unit

 어휘

 1.  1   실험했다

    2  개발했다

    3   발견했다

    4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2.  1   변화시켰다

    2  편리하게

    3  문제를 해결하기

    4  유용한

 문법 및 표현

 덕분에 

 1.  1   바퀴의 발명 덕분에 자동차가 발명될 수 있었다

    2  SNS 덕분에 멀리 있는 친구의 소식을 금방 알 수 있다

    3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아졌다

    4  선생님의 칭찬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

    5  

 -는 데에

 2.  1   찍는 데에

    2  예방하는 데에

    3  결정하는 데에

    4  높이는 데에

미래의 재산, 환경07
Unit

 어휘

 1.  1   환경을 살리기

    2  오염을 줄여야

    3  생태계를 복원해야

    4  대책을 마련해야

 2.  1   개인 : 재활용,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 

단체 활동, 에너지/전기/물/종이 절약

    2   국가/기업 : 환경세 부과 및 납부, 공기/폐수 정화, 자연 

보호 구역 설정

 문법 및 표현

 -(으)면서부터

 1.  1   환경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기업들의 오염물 배출

이 줄어들었다 

    2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부터 성격이 활발해졌다

    3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어 공부에 관

심이 생겼다

    4   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부터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

다

 같은

 2.  1   아토피나 비염과 같은

    2  비닐봉지나 종이컵과 같은

    3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4  경영학이나 미디어학 같은   

우리들의 미래 사회08
Unit

 어휘

 1.  1   긍정적: 좋아지다 성장하다 진보하다 발전하다 

    2  부정적: 몰락하다 퇴보하다 쇠퇴하다 사라지다 

 2.  1   기술이 개발되면서

    2  속도가 더욱 빨라질

    3  불편함이 사라질

    4  위기를 맞았던

 문법 및 표현

 -(으)ㅁ에 따라

 1.  1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일처리 속도가 빨라졌

다

    2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암 치료가 가능해졌다.

    3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4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도 늘어났다.

 -아/어 가다

 2.  1   바뀌어 가고

    2  자동화되어 가고

    3  사라져 가는

    4  끝나 가네요.

7/1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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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과학09
Unit

 어휘

 1.  1   부력

    2  중력

    3  가속도

    4  원심력

    5  관성

 2.  1   산소

    2  이산화탄소

    3  수소

    4  탄소

 문법 및 표현

 -았/었다가

 1.  1   풍선에 공기를 넣었다가 갑자기 빼면 풍선이 날아간다.

    2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3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람의 몸이 붕 뜬

다.

    4   겨울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

다.

 -기 때문이다

 2.  1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2   낮기 때문이에요.

    3  있기 때문이에요.

    4  불균형해지기 때문이에요.

복습 210
Unit

 1. 

발 견 하 다

전
4

수

하 증
10

분

다
3

인 쇄 기 리

8

이 배

전 자 책 산 출

7

연 구 하 다 화

탄

9

산 소

수필 ‘무소유’를 읽다11
Unit

 어휘

 1.  1   소설

    2   시

    3   감상문

    4   수필

    5   논설문

    6   설명문

 2.  1   소유하고

    2   홀가분하다

    3   허전한

    4   서운하다

 문법 및 표현

 -고자 하다

 1.  1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준비하고자 합니다

    3   투표하고자 합니다

    4   내고자 합니다

 -(으)ㄴ/는가 하면

 2.  1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2   확인하는가 하면

    3   예매하는가 하면

    4   만나는가 하면  

대중매체의 기능12
Unit

 어휘

 1.  1   정보를 전달하는

    2   여론을 형성한다

    3   편파적으로

    4   중립적이고

    5   믿을 만한

 2.  1   집착하다

    2   은둔하다

    3   맹신하다

 문법 및 표현

 -대요/내요/래요/재요

 1.  1   결정됐대요

    2   강화된대요

    3   보래요

    4   게임하래

 -댔어요/  어요/랬어요/쟀어요

 2.  1   올렸대요

    2   사용하지 말래요

    3   예약했대요

    4   썼대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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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도 다른 언어13
Unit

 어휘

 1.  1   동사

    2   명사

    3   형용사

    4   부사

 2.  1   조사 생략이 가능하다

    2   높임법이 발달하다

    3   조사가 있다

    4   의성어가/의태어가 발달하다

 문법 및 표현

 -냐 하면

 1.  1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2   한국어에는 그 발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3   1443년에 만들었어요

    4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에요

    5   

 -ㄴ/는답니다

 2.  1   많답니다

    2   재미있답니다

    3   간답니다

    4   다르답니다 

토론, 생각 나누기14
Unit

 어휘

 1.  1   동의하다

    2   근거를 대다

    3   반대하다

    4   반박하다

 2.  1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 ◯◯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   상대방의 말에 반박할 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

니다, ◯◯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문법 및 표현

 -는데도 불구하고

 1.  1   그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2   의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였

다

    3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하지 못했다

    4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를 포기

하지 않았다

 -다고 하더라도

 2.  1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3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4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습 315
Unit

 1. 
2

맹
4

형

1

신 뢰 감 용

하 명 사

다 령 중 립 적

9

청 유 문 독

10

토 되

7

여 론 다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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