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지성역량을 키우는 수업 ‧ 평가

2013 중등 서술형 ‧ 논술형 평가 예시 자료
[ 중학교 ]

영 어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해
영어과 배움중심수업 방안
영어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방안
영어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예시

Ⅰ 영어과 교육과정의 이해

1. 영어과 교육목표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나. 중학교 영어교육 목표
오늘날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국가 간의 교류가 빈번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 생활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의사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야 하는 핵심적인 능력 중의 하나이다. 즉,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
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폭넓은 교양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인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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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체계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일상 영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고등학교의 영어과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 기반이 되는 영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영어 교과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지만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도 중요하므로, 영어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남을 배려하는 모범적인 시민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한다.

1) 중학교 영어과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 평생교육으로의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

2) 중학교 영어과 세부 목표
중학교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토대로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그에
따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기른다.
나)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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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과 핵심역량

1) 영어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의사소통 능력
가) 개념

영어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의사소통능력은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
중 하나이다 .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 생활의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와 경험을 새롭게 생산하고 전달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 역량의 주요 특성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진 언어의 4기능이 영어를 활용한 의사
소통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되며, 상황과 목적에 맞도록 이를 통합적
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한다.
(2)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 다양한 텍스트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치적 측면을 포함한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
시킨다.
(3) 직접적인 개인적, 사회적 경험뿐 아니라 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읽고 보고
들은 텍스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
다) 창의지성역량과의 관련성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음성과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소통 능력에서부터 고차원적 상황에서의 언어사용 능력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창의지성역량 중의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문해(文解)능력으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하여
텍스트를 읽거나 듣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지적인 영역과 사회성을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화․다원화된 미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가 충돌하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고, 이를 조정하여 공존의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한 집단적 사고와 협의 과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표현이 끝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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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명시적 혹은 함축적인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 등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적, 가치적 측면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소통의 대상과 영역,
범위 등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라) 학습과의 관련성

(1)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노래, 게임, 역할극, 과업 중심의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추어 제공한다.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를 참고하여 지도한다.
(3)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모둠별 협동․협력 학습,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서로 집단 지성을 나누고 창의
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적 소양능력
가) 개념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적 소양능력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여 학습자의 지식을 넓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고 우리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나) 역량의 주요 특성

(1) 외국의 다양한 문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영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문화 예술적인 경험을 하고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3) 문화에 대하여 균형 잡힌 안목을 갖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다.
다) 창의지성역량과의 관련성

영어를 사용하여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능력은 감성적
지성 , 심미 능력 , 창작 능력을 포괄하는 ‘문화적 소양 능력 ’과 관련이 있다 . ‘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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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토리’, ‘지식 창조’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문화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서고금의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하는 능력과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 학습과의 관련성

(1)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를 두루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련 텍스트로
교수ㆍ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영어로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화를 체득하도록 한다.
(3) 상황극, 토론, 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유연성과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인다.
(4)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이나 글로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내용을 구성한다.
라. 내용의 영역과 기준

1) 내용체계
가) 언어 기능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4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언어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언어기능

언어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해 기능

듣

기

읽

기

표현 기능

말 하 기

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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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 재료

•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위하여 표와 같은 소재, 언어, 어휘를 참고한다.
영

역

내


용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소

재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창의성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
는 언어

언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



소리와 문자의 관계, 소리와 의미의 식별, 말의 연결, 말의 속
도에 따른 음운 변화,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및 자연스러운
발화 등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언어

어

휘



750낱말 내외(초등학교와 누계 :1250 낱말 내외)

2) 학년군 성취기준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요 내용과
흐름을 파악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주변의 대상을 묘사․설명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요 내용과 흐름을 파악
한다.
•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며, 주변의 대상을 묘사․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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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가) 듣기

영역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①-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줄거리를 파악한다.
①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①-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①-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

②-1. 그림이나 도표에 관한 짧은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내용을
②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파악한다.
②-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내용을 파악한다.

③-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파악한다.
③ 흐름을 파악
한다.

③-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이나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한다.
③-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④ 과업을 수행
한다.

④-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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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하기

영역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①-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① 중심 내용을
말한다.

묻고 답한다.
①-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제 및
요지를 말한다.
②-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세부

② 세부 내용을
말한다.

내용을 묻고 답한다.
②-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읽고 차이점을 말한다.
③-1. 주변의 친숙한 대상을 간단히 묘사한다.
③-2.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③ 대상이나 자

묻고 답한다.

료를 묘사하

③-3. 간단한 일상 용품의 사용법 등을 순서에 맞게 설명한다.

거나 설명한

③-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실물, 그림, 도표

다.

등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한다.
③-5.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④-1.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여

④ 흐름을
말한다.

말한다.
④-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묻고 답한다.
⑤-1.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

⑤ 경험이나 의
견을 말한다.

⑤-2. 일상생활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을 묻고 답한다.
⑤-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이나 대화문을
활용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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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기

영역성취기준

① 소리 내어
읽고 의미를
파악한다.

학습내용 성취기준
①-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짧은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의미를 파악한다.
①-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짧은 글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한다.
②-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줄거
리를 파악한다.

②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②-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한다.
②-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
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한다.
③-1. 그림이나 도표가 포함된 짧은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

③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한다.
③-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낱말
이나 어구의 의미를 문맥으로 추측한다.
④-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한다.

④ 흐름을 파악
한다.

④-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
④-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다.
④-5.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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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쓰기

영역성취기준

학습내용 성취기준

①-1. 주어진 낱말이나 어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① 글을 완성한
다.

①-2. 주변의 실물,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보고 문장을 완성한다.
①-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완성한다.

②-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② 중심 내용을
쓴다.

주요내용을 쓴다.
②-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요지를
쓴다.

③ 세부 내용을
쓴다.

④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글
을 쓴다.

⑤ 경험이나 의
견을 쓴다.

⑥ 실용문을 쓴
다.

③-1.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세부 내용을 쓴다.

④-1. 주변의 사람, 대상 등을 묘사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쓴다.
④-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쓴다.

⑤-1.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쓴다.
⑤-2.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
이나 의견을 간단히 쓴다.

⑥-1. 초대, 감사, 축하, 위로 등의 짧은 글을 쓴다.
⑥-2. 간단한 일기, 편지, 광고문, 안내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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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어과 배움중심수업 방안

1. 영어
가. 교수․학습 계획

1) 교수․학습 계획의 방향
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되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다)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 및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함께
고려하여 언어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배움이 일어나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라) 학생 중심의 과업 및 체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마) 의사소통 능력 신장, 창의성 계발 및 인성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바) 학생들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배움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한다.

2) 교수․학습 계획의 단계
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와 성취 기준을 검토하고, 수업시간에 학습할 구체
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나) 학습 내용(언어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을 분석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교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다) 학습자 요인과 학습 환경 요인(학생 수, 교실의 크기, 교실 구조, 교수․학습
기자재, 교수․학습 자료 등)을 파악한다.
라) 출발점 행동, 학습 활동 수행과정, 학습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진단하거나 점검
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마) 교수․학습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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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방법
가)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어지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영어과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소양능력의 기초를 키워주는 교수
ㆍ학습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나) 의사소통능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맞는 스토리텔링이나 노래,
찬트 그리고 몸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며, 이 외에도 게임, 역할극 등의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다) 교사는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업에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을 북돋우며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기능이
연계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배움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라) 교사 중심의 활동보다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교사 간 상호 작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마) 교육내용은 교과서에서 가져오되, 교수ㆍ학습에 관련된 텍스트는 주변의 자료나
일상적인 학습자의 삶 속에서 가져와서 언어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적
으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계획한다.
바) 영어의 4기능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진로 및 관심분야와 관련된 텍스트를
다양한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한 적절한 과업과 함께 제시하여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사)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한 수업에 있어, 쉬운 내용을 모방하거나 반복하기보
다는 학습자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자의 지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 학습자가 의사소통기능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실수나
오류를 교사가 곧바로 수정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수업은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영어 사용량과 수준, 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습흥미와
동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저학년은 평생 영어학습의 시작단계이므로
학습동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세심한 배려, 관심이
필요하다.
차)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표 및 글쓰기 지도를 할 때에는 한 개의 정답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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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여러 개의 응답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확산적, 주체적, 창의적 사고의 신장을 도모한다.
카) 학습자는 명저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에서 지식과 지성을 얻고, 이를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에서 도출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영어 텍스트(음성․문자)로
표현하며, 이를 사회적 실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타) 타 문화 체험활동 및 역할극, 문화적 소재 등을 교수ㆍ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및 존중의식을 길러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소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우수
함을 말이나 글로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말하기,
쓰기를 지도한다.
하) 말하기, 쓰기 지도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논쟁의 과정,
비판적 사고력,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가치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한다.

4) 교수․학습 운영상의 유의점
가)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학생들의 능력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
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나) 교사 중심의 활동보다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
나도록 한다.
다) 게임 및 역할놀이 등의 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흥미 유발과 함께 언어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다양한 모둠별 협동․협력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영어
의사소통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수업은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되 학생의 수준, 학습 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어 사용량과 수준, 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한다.
바) 학생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 자료도 수준별로 구안하여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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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와의 연계 지도
학습자의 진로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 언어 능력,
공통 관심 분야를 고려하되 실생활과 기초 학문 영역의 주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다루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다양한 진로 분야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ㆍ학습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진로 탐색과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와 연계된 교수ㆍ학습 지도의 주안점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학습자 자신의
직업 및 진로 분야에 필수적인 영어 기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되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문화적 소양능력을 신장시켜 희망하는 진학,
진로 분야에서 전문성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 교수․학습 자료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
가) 배움이 일어나는 창의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 활동자료를 구안한다.
나)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학습 자료의 제공으로 학생
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흥미 유지를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한다.
다) 학생들의 학습 유형 및 전략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구안한다.
라) 학생들의 영어사용 능력 및 인지 수준 등을 고려한 수준별 자료를 구안한다.
마) 인성교육을 위하여 건전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안한다.
바) 과업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여 향후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구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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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어과 논술형 평가 방안

1. 영어
가. 논술형 평가의 방향
1) 교수ㆍ학습에서 사용한 과업의 형태와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과 평가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의 목적과 종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과제와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통하여 평가한다.
2) 평가의 목적과 종류 또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정기고사 시 평가를 실시하거

나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등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3)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4) 언어 및 의사소통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5) 학생의 통합적인 영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적절히 실시한다.
6)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7) 평가 내용에는 학습한 영어의 언어지식 및 내용과 함께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성취욕구, 도전의식, 협력도와 긍정적인 태도 등의 정의적 능력을 포함하여 학습
자의 인지능력과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관찰, 역할극, 포트폴리오 평가, 시연, 보고서 작성, 문학작품 감상문 작성, 토론,
캠페인 활동 등 학습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과제 지향형 체험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학습력을 조장하고 동시에 평가에 참여하는
경험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며 가치 있는 학습 과정이 되도록 한다.
9) 평가의 방향은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로 나아가며, 학습
목표와 이에 따른 성취 수준에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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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절차
1) 평가의 시행은 학교 단위의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한 평가척도안에 제시된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2) 교사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문항 초안을 작성한 후에는 동료교사 등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문항의 완성도를 높인다.
3) 논술형평가의 채점은 사전에 준비된 채점 기준과 척도에 근거해서 해야 하고,
사전에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학생의 성장 수준과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성장참조형의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평가한다.
다. 평가 방법
1) 듣기 평가의 경우, 입력 언어를 제시할 때에는 일관성을 위해서 가급적 녹음
자료를 사용하고, 녹음 대본을 만들 때에는 대화문을 사용하거나 음성 언어로
된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진정성을 높임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2) 듣기와 말하기 평가의 경우, 언어라는 지시적 수단뿐 아니라 제스처나 눈 마주
치기 등과 같은 비지시적 언어사용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전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3) 듣기와 말하기 평가의 경우, 의사를 전달할 때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
고 반응하는지 등의 영어 의사소통 규칙 준수에 준거를 두고 가급적 관찰평가를
실시한다.
4) 말하기 평가의 경우, 의사소통과 의미 표현의 유창성에 중점을 두며,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다양한 내용에 관하여 학습자가 의사소통전략과 문화적
소양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말하기 평가의 경우, 개인별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 태도,
주장의 명료성,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룹별로 촌극이나 연극 형식으로 발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표현기능(말하기, 쓰기) 평가는 수행 평가, 보고서 작성,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와
구술형 평가 등을 활용한 직접 평가 방법을 가급적 실시하며, 사실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7) 읽기 평가의 경우, 단어나 문장, 단락을 단순히 읽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단어
군의 공통점을 찾거나 읽고 난 후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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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평가 상황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통합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 읽기 평가의 경우, 단편적인 언어 지식을 측정하기보다는 전체 글을 읽고 이해
하고, 읽은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업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되, 언어의 4기능을 종합하여 측정하는 통합적 평가가 되도록 한다.
9) 쓰기 평가의 경우, 과제나 수업과 연관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
거나 논의된 주제와 내용을 토론하여 그룹별 혹은 개인별로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10) 쓰기 평가의 경우, 학습자를 실제로 평가하기 전에 여유와 시간을 갖고 해당
평가 유형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지도하여,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평가 방법상의 유의점
1) 논술형 수행평가를 시행하기 이전에 수업시간을 통한 충분한 연습시간을 부여
하여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고 , 평가를 교수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2)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한 평가를 실시한다.
3)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와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통하여
학생의 수행 정도와 범위를 평가한다.
4) 평가 예시에서 제시된 채점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의 채점 기준은 학교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6) 논술형 평가 문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업의 개선이 선행되도록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
마. 평가 결과 활용
1) 평가 결과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오류장면과 원인을 파악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배움의 자료로 활용하고 ,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수준을
가늠하여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알아보는 지표와 안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학습자가 학습에 주의와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및 학습자 개별지도의 수단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진학․ 진로 지도를 전개해 나간다.

- 17 -

Ⅳ 영어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예시

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1

학교급

중학교 (1학년)

실용문을 쓴다.
간단한 일기, 편지, 광고문, 안내문을 쓴다.

상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를 사용하여 아이스 팝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를 사용하여 아이스 팝 만드는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요리에 사용되는 동사를 사용하여 아이스 팝 만드는 방법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에 관한 Brainstorming 활동과 요리 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요리
에 관한 어휘 익히기 활동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Scrambled Sentences를 활용하여 그림에 맞는 요리 순서 맞추기 활동 [활동지2]
- 그림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의 recipe 쓰기활동 [활동지3]
▷ 배움 확산하기
자기가 만들어 보았거나 좋아하는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활동지1]
•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요리 사전을 완성해 봅시다.

cut

blend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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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

feeze

[활동지2]
• 다음은 수박 아이스 팝 만드는 요리법이다. 그림을 보고 빈칸을 완성하시오.

1

into pieces.
the pieces

2

the blender and

the

apple juice and the sugar.

3

until they are smooth.

into

4

maker.

5

them for about 4 hours.

[활동지3]
•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여 요리법을 완성하시오.
그림

요리법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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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e

pop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비슷한 요리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recipe를 만들어 음식을
만드는 동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2. 논술형 평가 :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만드는 법을 소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요리법을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 후 이를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명령문을 활용하여 문장을 쓰도록 연습한 후 이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요리법에 관한 글쓰기

난이도
출처

배점

하

10

두산동아(이병민 외), 중1, Lesson 5. Pop! Ice Pops

• 그림을 보고 바나나 아이스 팝 요리법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 조 건 >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milk, bananas, sugar, egg
Warm the milk.

C)

A)

D)

B)

into c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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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blender.

Freeze them for about 5 hours.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A) Cut the bananas into pieces.

기본 답안

B) Put the milk, the sugar, the bananas and the egg
C) Blend them until they’re smooth.
D) Pour the mix

인정 범위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그림에 맞게 요리법을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4개의 문장을 그림의 내용에 맞게 작성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 철자의 오류 여부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별되

5

4개의 문장을 그림의 내용에 맞게 작성한 경우

4

3개의 문장을 그림의 내용에 맞게 작성한 경우

3

2개의 문장을 그림의 내용에 맞게 작성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
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2

1개의 문장을 그림의 내용에 맞게 작성한 경우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7~8
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

답안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한 내용낙서
(
, 욕 등)
을 쓴 경우

어 사용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개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 영향
을 주지 않음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9개 이상으로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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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2
중학교 (1학년)

실용문을 쓴다.
초대, 감사, 축하, 위로 등의 짧은 글을 쓴다.

상

파티의 의도에 맞는 파티 초대장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파티의 의도에 맞는 파티 초대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파티의 의도에 맞는 파티 초대장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 파티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 파티의 의도에 맞추어 파티 계획하기 [활동지2]
- 파티 초대장 참고하여 자신만의 파티 초대장 만들기 [활동지3]
▷ 배움 확산하기 : 파티를 계획하고 의도에 맞는 초대장 만들기
[활동지1]
• 파티 초대장을 읽고 주어진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Join Mexican Day

We will have great Mexican food.
Everyone will bring one kind of
Mexican food. After lunch, we will
also have a Mexican dance time.
It is so exciting, isn't it?
6 : 30 p.m.
this Saturday
at Pedro's House

A : We’re having potluck party at my
house this weekend. Can you come?
B : What’s a potluck party?
A : Everyone coming to the party brings
their own dish and we all share.
Here is my invitation card.
B : Sounds like fun. Thank you.

I’m h a vin g a C h ristm a s
p o tlu c k p a rty.
Y o u a re in v ite d to co m e
a n d h a ve fu n
24 December, 2012 1:00 P.M.
M in a ’s H o u se
Ple ase bring favo rite dish.

What
When
Where
What to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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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Mexican Day Potluck 파티 계획서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Potluck 파티 계획서를 완성하시오.

Mexican Day Party
What: Have Mexican Food

What:

Have Mexican dance time
When: this Saturday
at 6:30
Where: at Pedro’s house
What to bring:

When:
Where:
What to bring:

Mexican food

[활동지3]
• Potluck Party 초대장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Potluck 파티 초대장을 써 보시오.

I’m having a Christmas potluck party.
You are invited to come and have fun.

24 December, 2012
1:00 P.M.
Mina’s House
Please bring favorite dish.
RSVP

<그림출처 : 한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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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potluck party, pajama party, housewarming party, birthday party 등의 다양
한 파티를 계획하고 초대장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친구를 potluck party에 초대하는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초대장의 빈칸을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초대장을 보고 목적과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Potluck Party 초대장 쓰기

배점

하

두산동아(이병민 외), 중1, Lesson7. Good Here, Bad There

• 친구를 Potluck party에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 조 건 >
1.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 date, time, place, what to bring
2.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답 란

Hi,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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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Can you come to my Christmas potluck party?

기본 답안

The party is on 25 December, 2012.
It is from 4 P.M.
Please bring your favorite food.

인정 범위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및 내용
1.
2.
3.
4.
5.

파티의
파티의
파티의
파티에
완전한

언어 사용

날짜를 제시한 경우
시간을 제시한 경우
장소를 제시한 경우
가지고 올 것을 제시한 경우
문장으로 작성한 경우

5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경우

4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개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
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2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7~8개 이상 발생
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가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 또는 topic
과 전혀 다른 내용을 쓴 경우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9개 이상으로 메
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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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어

3

학교급

영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대상이나 자료를 묘사하거나 설명한다.

성취기준

일상생활에 관한 사건을 일어난 순서에 맞게 쓴다.

상
성취
수준

중
하

중학교 (1학년)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에 맞게 올바른 언어 형식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에 맞게 올바른 언어 형식으로 비교적 정
확하게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에 맞게 올바른 언어 형식으로 제한적으
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 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하여 그림의 의미를 영어로 말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교과서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시제의 동사 쓰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 주어진 그림의 내용을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답하기 [활동지3]
- 그림 카드를 두 명 중의 한 명에게만 준다.
- 카드를 가진 학생이 먼저 What did Minho do at seven in the morning? 이라고 질문한다.
- 다른 한 명은 Minho가 한 활동을 추측하여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말하고 ‘Yes'를
들으면 활동지에 맞는 답을 적는다.
[활동지 1]
• 주어진 내용을 참고하여 그림을 보고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It was very hot
yesterday, so I

I did my homework at
home yesterday.

swim in the pool

do homework

play baseball

wake up late

I
with my friend
yesterday.

meet a friend

I
after dinner last night.
watch TV

I was late for school
today because I

.
go to school

I
school yesterday.

.

after
play com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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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th my sister last
week.
I
with my best friend
last Saturday.

[활동지2]
• 다음 문장의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문맥에 맞는 형태로 바꿔 써 봅시다.
Ms. Rainbow ①(live) on a neat street. All the houses on the street ②(is) the same.
The people ③(like) their neat street and houses. One day, a bird ④(fly) over Ms.
Rainbow's house with a can of paint. But he ⑤(drop) it right on the roof! A big
splash of orange paint ⑥(is) on the neat roof. Ms. Rainbow didn't like it at first, but
soon she got an idea. She painted the house red, blue, green, yellow, and orange.
Her house ⑦(is) like a rainbow! The next morning, the neighbors ⑧(say), "Look at
that house! It isn't neat anymore." Most of them ⑨(don't) like her house. But Mr.
Captain ⑩(like) it.
①
④
⑦
⑩

(
(
(
(

)
)
)
)

② (
⑤ (
⑧ (

)
)
)

③ (
⑥ (
⑨ (

[활동지3]
• 시간 순서에 맞게 글이 완성되도록 주어진 동사를 문맥에 맞게 변형하여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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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자신의 하루 일과를 표로 작성하여 활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일기를 쓸 수 있
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자신의 하루 일과를 활동순서에 맞게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선다형 평가 : 제시된 일과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과거동사 사용하여 하루의 활동 작성하기

난이도
출처

배점

하

10

천재교육(김진완), 중1, Lesson5. A Street Full of Colors

• 하루 일과표를 보고 <조건>에 맞게 일기를 완성하시오.

< 조 건 >
1. 일과표의 활동 중 네 가지를 포함할 것
2.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할 것
3.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답 란
March 15, Tuesday, Sunny
I got up at six thirty this morning. After I washed my face and brushed my teeth, I ate breakfast
with my family. And I

After studying English I wrote a diary. I went to sleep at ten thirty at night. I had a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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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I went to school at seven thirty. After I came home at three thirty in the
afternoon, I did my homework for an hour and a half. And I watched TV. I talked
with my mom about my school life and ate dinner with my family. It was
delicious. After eating dinner, I read a book until nine o'clock. Then I studied
English.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내용
영역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일과표의 활동 중 4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일과표의 활동 중 4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
별되어 사용됨

4

일과표의 활동 중 3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경우
일과표의 활동 중 4가지를 서술하였으나 시간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개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일과표의 활동 중 2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경우
일과표의 활동 중 3가지를 서술하였으나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2

일과표의 활동 중 2가지를 서술하였으나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7~8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

일과표의 활동 중 1가지를 서술한 경우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9개 이상
으로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한 내용(낙서, 욕 등),
주제와 무관한 내용,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배점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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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영어

4

학교급

중학교 (1학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글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
장이나 글을 쓴다.

상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비교하는 구문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중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비교하는 구문을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하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비교하는 구문을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 형용사의 비교 표현이 사용된 예문을 통해 비교 표현의 쓰임 이해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모둠원끼리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표를 작성하기 [활동지 2-1]
▷ 배움 확산하기 : 세 명이 작성한 표를 보면서 각 항목에 대한 질문에 비교급이나 최상급
으로 답하기 [활동지 2-2,3]
[활동지1]

(514km)

⇒ The Amazon is (

(776km)
The Seine is (
)
than the Han River.
) of the three.

John Glenn is famous.

Danny Seo is (
than John Glenn.

The Han River is long.

⇒ Oprah Winfrey is the (

- 30 -

(6,400km)
The Amazon is (
than the Seine.

) Oprah Winfrey is (
than Danny Seo.
) of the three.

)

)

[활동지2]

Group members : A(

1

)

B(

)

C(

)

세 명이 한 모둠이 되어 다음 내용을 조사해 봅시다.
Questions

A

B

C

1. How many books do you read in a month?
2. What time do you get up?
3.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have?
4. How many times do you eat pizza in a month?
5. How many times do you help your mom in a week?
6. How many times do you watch TV in a week?
2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비교하는 문장으로 답해 봅시다.

<Questions>
1. Who reads the most books?
2. Who gets up earliest?
3. Who has more family members, A or B?
4. Who eats more pizza in a month, B or C?
5. Who helps mom most?
6. Who watches TV more, A or C?
3

2에서 알아낸 결과를 다음 그래프에 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영어로 적어 봅시다.

Number
Ques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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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이를 비교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선다형 평가 : 주어진 그래프를 설명하는 비교급과 최상급 문장 중 오류를 찾아낼 수 있
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비교구문을 이용하여 그래프 설명하기

난이도
출처

배점

하

10

천재교육(김진완), 중1, Lesson 7. Wonders of Nature

• 그래프는 세 명의 학생이 한 달에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 명의 독서량을 비
교하는 문장을 쓰시오.

Number
of books

답 란
Minho reads eight books, Sumi reads three books and Dongho reads five books in a month.
1. Minho

Dongho.

2. Donho

Sumi.

3. Minho

of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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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기본 답안

인정 범위

내 용
1. Minho reads more books than Dongho.
2. Donho reads more books than Sumi.
3. Minho reads the most books of the three.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채점 기준에 따라 점
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점

3개의 문장을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3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별되
어 사용됨

4

3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하였으나 미흡
한 부분이 있음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개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2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
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2

2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하였
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음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6~8
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

1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함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9개 이상으로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
응답, 한국어가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 또는 topic과
전혀 다른 내용을 쓴 경우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 33 -

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5
중학교 (1학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글을 쓴다.
주변의 사람, 대상 등을 묘사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쓴다.

상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올바른 문장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중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 수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색이 주는 느낌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기 [활동지2-1]
- 밑줄 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완성하기 [활동지2-2]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지3]
[활동지1]
• 다음 색이 주는 느낌을 활용하여 그림 속 사물을 묘사하는 문장을 <보기>를 참고하여

완성해 봅시다.
< 색이 주는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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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I want a

white table .

• It will look

simple and clean

1. My room will have

.
walls.

They will look

.

2. I'm going to put a

in my room.

It will look

.

3. I'll place a

on the left side of the bed.

It will look

.

[활동지2]
• <보기>의 주어진 단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 기>
• symbol

• exit

• serious

• comfortable

• warning

• look

• national

• judge

• delicious

1. We ate the cake and
2. Dan will

food.
great in the skirt.

3. He didn't smile. He was so
4. He has a

.

sofa in his house.

5. Every country has its own

holiday.

• 다음 밑줄 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Saturday, March 29th
Today I went to a cartoon festival with my friends. 1. I felt really greatly about a
lot of characters. 2. They looked very nicely. I could make a character with some
paper. 3. All of my friends looked happily. It was a great experience for me.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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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3]
•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Let me introduce my room.
I have a white bed. It gives me a simple and clean feeling.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자신의 방을 소개할 수 있는지 평
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여러 가지 색이 지닌 느낌과 형용사의 쓰임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
의 꿈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그 방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쓸 수 있는
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자신의 방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그 방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자신의 꿈의 방을 소개하는 글쓰기

배점

하

비상교육, 중 1, Lesson 7. Colors are all around us

•다음은 자신의 꿈의 방을 소개하는 글이다. <조건>에 맞게 빈 칸을 완성하시오.

<조

건>

• (a), (b), (c)에 들어갈 내용을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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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답

란
My Dream Room

Finally, I will have my own room.
I have great plans for my dream room.
First, I'm going to put wallpaper on the walls.
My room will have blue walls, and (a) they
Then, (b) I'm
by the window.
(c) It will look
.
I can get a good sleep on it.
I'll take pictures of my room and show them to you next time. I can't wait!

.

예시 답안
구분

내용

기본 답안

(a) (they) will look cool and fresh.
(b) (I'm) going to place a yellow bed (by the window).
(c) (It will) look comfortable and lovely.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내용
영역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배점 3개의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잘 작성한 경우

배점

9

3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함

6

6

2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완벽하게 작성함

4

3

1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함

2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한 내용을 쓴 경우

0

1. 어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 철자의 오류 여부
문법 및 철자 오류가 거의 없고(1-3개) 어
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문법, 철자 및 어휘
다수(4-6개) 발생하여
적인 영향을 줌
문법, 철자 및 어휘
다수(7-8개) 발생하여
적인 영향을 줌

사용에 대한 오류가
메시지 전달에 부정
사용에 대한 오류가
메시지 전달에 부정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9개 이상) 이
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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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6
중학교 (1학년)

실용문을 쓴다.
주변의 실물,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간단한 광고문을 완성할 수 있다.

상

간단한 광고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중

간단한 광고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쓸 수 있다.

하

간단한 광고문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그림을 보고 미래의 쇼핑센터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건 5가지 써 보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그림을 바탕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기 [활동지2-1]
- 상황에 맞게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후 문장을 완성해 보기 [활동지2-2]
▷ 배움 확산하기
Rocket Shoes에 대한 광고문을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광고문을
완성해 보기 [활동지3]
[활동지1]
•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미래의 쇼핑센터에서 구입하고 싶은 물건을 써 보시오.

< 구입하고 싶은 물건>
1. Rocket shoes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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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보 기>
• When you wear the Rocket shoes, you can fly in the sky.
1. When you wear the
2. When

shoes, you can

.

jacket, you can

3.

.

cap, you can

.

• 다음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후 다음과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A>

<B>

I got to the Real

When

+

World Theater
I phoned her
You're tired

There was no answer.

+

You should take a break.
I was worried about him.
There were no tickets.

Mike got sick

1. When I got to the Real World Theater, there were no tickets.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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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3]
• Rocket Shoes에 대한 광고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광고문을 완성하시오.

Get a Good Chance to Buy Rocket Shoes!
Drop by our shoe shop!
Among many shoes, the Rocket shoes are the best!
When you wear the rocket shoes,

Visit us at any time!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미래에 쓰일 발명품 중 한 가지를 상상하여 이를 소개하는 광고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When 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쓰일 발명품
을 소개하는 광고문을 자신의 의견을 담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미래에 쓰일 발명품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발명품의 특징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미래에 쓰일 발명품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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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쇼핑센터 광고문 완성하기

난이도

배점

하

출처

15

비상교육 중 1 Lesson 10. Draw our future

• 그림 속 자료 중 한 가지를 골라 그 상품의 특징을 바탕으로 쇼핑센터 광고문을 30단어
내외로 완성하시오.

Sale Items

답

란
Enjoy A Big Sale!
Drop by our shoe shop.
Among many items,

Visit us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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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용
the Rocket shoes are the best!

기본 답안

When you wear the rocket shoes, you can fly in the sky.
They are really fast and so cool.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내용
영역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배점

1. 제시된 자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2. 그 상품의 특징 쓰기
3. 30단어 내외로 광고문 완성하기

배점

9

주어진 과제 3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함

6

문법 및 철자 오류가 거의 없고(1-3개) 어
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6

주어진 과제 2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함

4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다수(4-6개)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줌

3

주어진 과제 1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함

2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다수(7-8개)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줌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가 70% 이상 차지하는 경우,
또는 topic과 전혀 다른 내용을 쓴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9개 이상) 이
해가 불가능함

1. 어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 철자의 오류 여부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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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어

영어

7

학교급

중학교(2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성취기준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을 묻고 답한 후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간단히 쓴다.

성취
수준

상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학습 활동의 준비 단계로 모둠원들
과 함께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해 보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스 트 레 스 지 수 를 알 아 보 는 설 문 조 사 를 통 해 자 신 과 친 구 들 의 스 트 레 스 정 도 파 악 하 기 [활 동 지 2 ]
▷ 배움 확산하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You’d better+동사원형‘의 구문
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활동지3]
[활동지1]
• 모둠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요인을 <보기>에서 골라 1위부터 5위까지 순
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Stressed or not?

보기

순위

• A family member is sick.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Your parents always nag you.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You feel lonely, angry or afraid.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You fall behind in the school work.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You are not confident about your looks.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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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알아봅시다.
Questions

Answers

1. Do you frequently blow up easily?

Yes

No

2. Do you frequently neglect exercise?

Yes

No

3. Do you frequently neglect your diet?

Yes

No

4. Do you frequently get too little rest?

Yes

No

5. Do you frequently race through the day?

Yes

No

6. Do you frequently keep everything inside?

Yes

No

7. Do you frequently ignore stress symptoms?

Yes

No

8. Do you frequently try to do everything yourself?

Yes

No

9. Do you frequently make a "big deal" of everything?

Yes

No

10. Do you frequently have few supportive relationships?

Yes

No

Score(Yes)

1～3

Result

Few Hassles

9～10
Stressed Out!
You may need help!

4～6
Pretty Good
Control

7～8
Danger Zone
Watch out!

[활동지3]
• [활동2]의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한 조언의 문장을 완성
하는 활동입니다. [예시]처럼 친구의 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하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Be positive.

Meditate.

Sing a song.

Take a walk.

Sleep for hours.

Read a book.

Ask for help.

Say "No“.

Talk to a friend.

스트레스요인
(Why are you stressed out?)

해결책
(You’d better～, You’d better not～)

[예시]

fall behind in the school work

홍길동

If you fall behind in the school work, you’d better pay attention to the classes.

박○○
이○○

You’d better pay attention to the classes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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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 원인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 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조언의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친구의 고민에 대한 조언하기
중

배점

15

능률(장영희 외), 중2, Lesson5. Stand Up and Stretch!

• 친구들의 고민들 중 4개를 골라 각 고민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충고나 조언의 문장으로 쓰시오.
친구들의 고민
•
•
•
•

•
•
•
•

학업성적이 뒤떨어진다.
학원에 다니고 싶지 않다.
항상 외롭고 두려움을 느낀다.
미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조

살을 빼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쉴 시간이 거의 없다.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한다.

건>

1. 선택한 고민을 한글로 쓰고 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의 완전한 영어문장으로 쓸 것
2. 각 해결책에는 ‘If’ 와 ‘you’d better’ 또는 ‘you’d better not’을 포함시킬 것

답 란

1

2

3

4

고민1
해결책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민2
해결책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민3
해결책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민4
해결책

I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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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1. If you feel lonely or afraid, you’d better not stay alone.
2. If you want to lose your weight, you’d better not eat too much.
3. If your parents always nag you, you’d better talk to your
parents.
4. If you fall behind in the school work, you’d better pay attention
to your classes.
5. If you don’t want to go to the academy, you’d better learn how
to study by yourself.
6. If you want to be good at English, you’d better ask for help
from your English teacher

인정 범위

기본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별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1. 어휘사용의 적절성

1. 친구의 고민에 대한

배점 2. 문법, 철자의 오류 여부

배점 2. 적절한 해결책 제시여부
10

친구의 고민에 대한 적절한 4개의 해결책
을 제시한 경우

5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0～2개인 경우

8

친구의 고민에 대한 적절한 3개의 해결책
을 제시한 경우

4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3～4개인 경우

6

친구의 고민에 대한 적절한 2개의 해결책
을 제시한 경우

3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5～6개인 경우

4

친구의 고민에 대한 적절한 1개의 해결책
을 제시한 경우

2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7～8개인 경우

2

친구의 고민과 연관 없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경우

1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9～10개인 경우

0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
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답을 작성한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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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8
중학교(2학년)

실용문을 쓴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다.

상

감사의 편지와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감사의 편지와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감사의 편지와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케냐의 지라니 합창단에 대한 글을 읽고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의 삶과 지라니 합창단을 만
든 임태종 선생님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지라니 합창단원의 입장이 되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임태종 선생님
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임태종 선생님처럼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인물들을 조사하
고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봉사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활동지3]
[활동지1]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표의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Korogocho-Dandora is a slum in Kenya, and most of the children in the Jirani Choir live there. In December
2005, Taejong Rim of South Korea was visiting Kenya, and he saw a child sitting in some garbage. The boy was
looking for food in the garbage with pigs and other animals. "When I saw the boy eat something from the garbage,
I was so surprised,” said Rim. After I saw that scene, I could not forget the boy. I wanted to do something." Rim
started the Jirani Children’s Choir in November 2006, and today there are more than 80 members in the choir.
Some of the Jirani children don't have parents. Many live with no electricity. Sometimes they do not have
enough food or water. Most of them cannot go to school.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clothes or
shoes. But thanks to music, these children have hope. Today they travel around the world. After she saw them
sing, Kathy Young from Ottawa said, "When I heard these children sing, I felt a lot of happiness." They sing in
Swahili, English, and Korean. But everyone can understand the songs because they sing songs of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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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종에 대한 정보

지라니 합창단 활동 전 의 삶

지라니 합창단 활동 후 의 삶

•

•

•

•

•

•

•

•

•

•

•

•

[활동지2]
• Cloze Test를 통해 지라니 합창단원인 Teresia가 임태종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완성해 봅시다.
__________ Taejong,
I'm now back to my __________ in Kenya. Our __________ to Korea was
very nice. It's a beautiful __________ and I met many nice __________. A
lot of people __________ us gifts, too. Before I became a __________ of
the Jirani, I was very __________. I had __________to eat, and I had to
__________ many hours every day. But now I __________ and dance in
the choir. So I am very happy and have __________ for tomorrow. I
want to __________ Korea again someday. Please write __________.
__________love

Teresia Wairimu Kariuki
• 지라니 합창단원의 입장이 되어 임태종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 봅시다.
지라니 합창단원의 입장이 되어 임태종 선생님에게 쓰는 감사의 편지
Dear Taejong,
임태종 선생님에게
•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
•
지라니 합창단
활동 전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내용

•
•
•
•

지라니 합창단
활동 후
자신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

•
•
Thanks again. I hope to meet you again soon.
With love
Kari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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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3]
• 임태종 선생님처럼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인물을 찾아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인물

봉사활동 내용

예시

Mother

1

Teresa

예시

Kiryeo

2

Jang

느낀점

1

2

• 위 활동에서 조사한 인물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를 참고하여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써 봅시다.

•
봉사활동이
필요한

•

이유
•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온 인물을 소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편지쓰기의 기본형식에 맞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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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감사의 편지쓰기와 봉사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난이도
출처

중

배점

15

능률(장영희 외), 중2, Lesson6. Songs of Hope

• 케냐의 지라니(Jirani) 합창단에 대한 아래 설명에 근거하여 지라니 합창단원인 Kariuki의 입장
이 되어서 임태종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시오.
임태종에 대한 정보

•
•
•
•

2005년 12월 케냐 방문
쓰레기에서 음식을 찾는 아이들을 봄
2006년 11월 지라니 합창단을 시작
지라니 합창단 아이들을 도와줌

지라니 합창단 활동 전 의 삶

•
•
•
•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했음
부모님이 없고 학교에 다니지 못함
충분한 음식과 물을 가지지 못했음
옷과 신발을 살 충분한 돈이 없었음

<조

지라니 합창단 활동 후 의 삶

•
•
•
•

전 세계를 여행함
희망의 노래를 부름
음악덕분에 희망을 가지게 됨
영어와 한국어로 노래를 부름

건>

1. 각 문항에 제시된 괄호안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쓸 것
2. 각 문항의 빈칸에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쓸 것
답

란

Dear Taejong,
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태종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문장)
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창단 활동전 삶을 나타내는 문장)
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창단 활동전 삶을 나타내는 문장)
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창단 활동후 삶을 나타내는 문장)
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창단 활동후 삶을 나타내는 문장)
Thanks again. I hope to meet you again soon.

with love
Kariuki

• 임태종 선생님의 도움으로 변화된 지라니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참고하여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문장으로 쓰시오.
답

란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0 -

예시 답안
구분

기본 답안

내 용
편지내용
1. Thanks for starting Jirani Children’s Choir to help us.
2. Before I became a member of the choir, I had a really hard time here in Keyna.
3. I couldn’t go to school and I didn’t have enough food or water.
4. But today I can travel all around the world and sing songs for many people.
5. Most of all, I am very happy to sing songs of hope.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
1. The life of poor people can be changed with our help.
2. Our help can make the life of the children in the poor countries better.

인정 범위

기본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별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배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감사의
편지쓰기 과제완성 여부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과제완성 여부

어휘 사용의 적절성
문법, 철자의 오류 여부

5

5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경우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2개의 문장
이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잘 전개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0～3개인 경우

4

4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경우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2개의 문장
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개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4～6개인 경우

3

3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경우

1. 2개의 문장을 완성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한 경우
2. 1개의 문장이 완벽하고 구체적으로 전개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7～9개인 경우

2

2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경우

1. 2개의 문장을 시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2. 1개의 문장을 완성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한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1

1개의 문장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경우

봉사활동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시도하였으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3～15개인 경우

0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경우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
여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답을 작성한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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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수준

9
학교급

중학교(2학년)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간단히

성취기준

성취

어

쓴다.

상

환경보호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쓴다.

중

환경보호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하

환경보호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수업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한글 및 영어로 된 각종 환경 포스터 열람하기
▷ 배움 나누기
- 환경보호에 관한 모둠별 brainstorming 활동을 통해 배경지식 나누기 [활동지1]
- 교과서 읽기 자료를 읽고 질문에 답하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모둠별로 각각의 환경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 후 발표하기 [활동지3]
[활동지1]
• 주어진 단어를 보고 환경보호에 관하여 떠오르는 단어/어구를 생각나는 대로 써봅시다.

water

energy

pollution

<Group A>

<Group B>

<Group C>

※ 모둠별로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해 brainstorming을 한 내용을 교실 벽에 전시하도록 한 후 모둠별
로 돌아가며 다른 모둠의 활동지에 떠오르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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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Yesterday, I saw a documentary on TV. It was about a man who tried to live without doing
any harm to the environment. I decided to start my own project, 'Project Green Kid.'
[Day 1] Today was my first day as a Green Kid. I started my first project day by taking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I felt great because my small effort saved electricity. The only
problem is that my apartment is on the 15th floor. I guess I'd better not go out too often.
[Day 2] Today, I finished everything on my lunch plate. Was the food great today? Not
really. I did that because leftover food pollutes the environment. However, there was one
little problem. I was sleepy all afternoon. I'd better put less food on my plate tomorrow.
[Day 3]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 not have enough water all over the world.
What can I do to save water? I thought hard and got a great idea. I decided to take a
shower every other day, not everyday. Today, I proudly went to school without taking a
shower. Did I smell a little? Well, I don't care.
[Day 4] Today, my family went on a picnic. our picnic box was heavier than usual because
we didn't bring paper cups and plates. Mom said, "We can save millions of trees by not
using paper cups and plates." The picnic was great, but I had to do the dishes. I don't
enjoy doing the dishes, but I can stand that much to help the environment!
Q1. What did she do to protect the environment?
Q2. Why did she do that?
Q3. What were the side effects?
Q4. What were the solutions for the side effects?

[활동지3]
• 각 환경 문제에 관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각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고 표에 적은
후 발표해 봅시다.
problem 1

We're wasting too much water.
1.

solutions

2.
3.

problem 2

We're wasting too much energy.
1.

solutions

2.
3.

problem 3

We're polluting our environment.
1.

solutions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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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모둠별로 영어로 된 환경 포스터를 만들어 환경문제와 그 해결책을 집약적으
로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환경에 관한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주어진 환경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장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안에 관한 글을 읽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 쓰기

배점

중

15

두산동아 (김성곤 외), 중2, Lesson 2. We Can Save the Earth (2014년 개정 교과서)

•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물을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조

건>

1.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4가지 쓸 것
2. 각 문항의 빈칸에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쓸 것

답

란

Save Energy, Save Life
We are wasting too much energy.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change in our everyday lives.
1.

.

2.

.

3.

.

4.

.

Remember that our small efforts can make big changes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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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기본 답안

인정 범위

내 용
First, we can turn off the computers after using them.
Second, we ‘d better unplug the unused electronic devices.
And we can use stairs instead of elevators.
Also, We can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and use the fan instead.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내용에 맞게 자서전을 작성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
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1. 어휘사용의 적절성

배점 2. 문법, 철자의 오류여부

배점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여부
10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4가지 제시한
경우

5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0~3개인 경우

8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3가지 제시한
경우

4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4~6개인 경우

6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2가지 제시한
경우

3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7~9개인 경우

4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1가지 제시한
경우

2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2

적절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내용에 관해 기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 경우

1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3~15개인
경우

0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썼거나,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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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10
학교급

중학교(2학년)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쓴다.

상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글을 구체적으로 쓴다.

중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쓴다.

하

자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글을 제한적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교과서 자료를 읽고 표를 완성하여 발표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빈도부사 표를 채운 후 문장 만들기 [활동지2]
- 모듬/분단/학급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 빈도별로 누가, 어떤 활동을, 왜 하는지
알아보고 표 완성하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문장을 쓰고 발표하기 [활동지3]
[활동지1]
• 다음 글을 읽고 표를 완성하시오.
08:00 AM
02:00 PM
08:00 PM
11:30 PM

I skipped breakfast again. I usually get up late. I don't feel hungry in the
morning, either.
I've already washed my face three times today. Since I have acne, I try to wash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today I couldn't. Mom asked me to clean my
room. When I finished cleaning,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exercise.
It's Saturday night and I'm watching a movie. It's Sunday tomorrow, so I don't
need to get up early.

Time

What he did

Reason

08:00 AM

I skipped breakfast.

I got up late. I didn't feel hungry,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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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1.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각 활동의 빈도에 따라 표에 √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0% l-----------------l--------------------l------------------l---------------l--------------l 100%
never

rarely

Routine

sometimes
never

rarely

often
sometimes

usually
often

always
usually

always

√

eat breakfast
have ramen for dinner
your own routine1:
your own routine2:

(예) I never eat breakfast, because I don't have time to eat.
(1)
(2)
2. 1번을 참고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How often

Name

Routine

Reason

always

Minho

eat breakfast

he can focus on classes better when he's not hungry

usually
often
(Ex)

Sujin

: What do you always do?

Minho : I always eat breakfast.
Sujin

: Why?

Minho : I can focus better when I'm not hungry.

[활동지3]
• 자신의 생활 습관 중 고치고 싶은 것을 쓰고, 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다짐을 적어 봅시다.
(1) Routine :
I do that, because
From now on, I will try (not) to
(2) Routine :
Reason :
In the future, I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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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일기를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자신의 습관 중 고치고 싶은 부분에 관한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빈도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일기문을 표로 정리하여 내용 일치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자신의 일상 중 고치고 싶은 부분에 관한 글 쓰기

난이도
출처

배점

중

두산동아 (김성곤 외), 중2, Lesson 9. Staying Healthy (2014년 개정 교과서)

• 자신의 생활 습관에 관한 글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

건>

1. 고치고 싶은 자신의 생활 습관 한 가지를 쓸 것
(단, never, sometimes, always 등 빈도를 나타내는 말 활용)
2. 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쓸 것
3. 위의 습관에 관련된 앞으로의 다짐을 쓸 것
4.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쓸 것

답

15

란

My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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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I sometimes go to bed after midnight, because I spend too much time
playing computer games. From now on, I will try to spend less time
playing computer games, and go to bed earlier.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배점

과제 완성 및 내용
1.
2.
3.
4.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의 적절한 제시
빈도부사를 사용하여 생활 습관 제시
생활 습관에 대한 적절한 이유 제시
미래의 다짐 적절히 제시

언어 사용
1. 어휘사용의 적절성

배점 2. 문법, 철자의 오류여부

10

위 항목을 4개 모두 충족한 경우

5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0~3개인 경우

8

위 항목을 3개 모두 충족한 경우

4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4~6개인 경우

6

위 항목 중 2개만 충족한 경우

3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7~9개인 경우

4

위 항목 중 1개만 충족한 경우

2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2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생활 습관에 관해 기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 경우

1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3~15개인 경우

0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썼거나, 공란으로
제출한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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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어

영 어

11
학교급

중학교(2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세부 내용을 쓴다.

성취기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세부 내용을 쓴다.

성취
수준

상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구체적으로 쓴다.

중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쓴다.

하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제한적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Mohamed의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편지글 완성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짝과의 대화를 통한 information gap 활동으로 표현 배우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의 학교에 대한 표를 작성하고 글로 써본 후 발표하기 [활동지3]
[활동지1]
• 다음 글을 읽고 편지글을 완성하시오.
My name is Mohamed Rahman. I live in Bangladesh. It rains a lot in my country. Last year,
I could not go to school for weeks because we had flood. (중략) However, things were
different this year. It was the first day of school today, and the school was coming to me! It
was a school boat! It was going to come from Monday to Saturday and stay at the village
for three hours. (중략) On the school boat, there were 40 seats for older children in the
front and benches for little children at the back. There were even computers and a library.
My friends and I learned math and science. We learned to use the Internet, too. We had so
much fun. I love my school boat. I'm very happy because I can go to school and study now.
Dear Minho,
Hi, Minho. My name is Mohamed Rahman. I want to introduce _______________ in Bangladesh.
I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of the ______ here. Instea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school boat comes ____ times a week, and stays for ______ hours. On the school boat,
older childr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little childre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my school, there are als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lear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m very happy becau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love my school boat! I'll write to you again soon. Bye.
All the best,
Moh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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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The following table is about Sujin's school.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partner and
complete the table.
<Person A 활동지>
School name
How long it takes

Location
10 minutes

How she gets there

School hour
Subjects she learns
What she likes most

Sungnam city

8:30 a.m. ~ ______________
Korean, English, math, science, art, PE
school festival

Favorite subject

Why she likes it

<Person B 활동지>
School name
How long it takes
School hour

Daehan middle

Location
How she gets there
_____________ ~ 3:00 p.m.

Subjects she learns
What she likes most

by bus
Favorite subject

Why she likes it

She can play the guitar.

(Ex) Person A : What is the name of Sujin's school?
Person B : The name of Sujin's school is Daehan middle school.
Where is her school?
Person A : Her school is in Sungnam city.

[활동지3]
1. Complete the table using the information about your school.
School name

Location

How I get there

How long it takes

School hour
Subjects I learn
What I like most

Favorite subject
Why I like it

2. Introduce your school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table above.
- My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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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평가 방안
1.
2.
3.
4.

수행평가 : 외국의 친구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편지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논술형 평가 :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서술형 평가 : 학교 소개에 관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문장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선다형 평가 :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읽고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학교를 소개하는 글 쓰기

난이도
출처

배점

중

20

두산동아 (김성곤 외), 중2, Lesson 1. My School is Special (2014년 개정 교과서)

• 자신의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

건>

1. 다음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도록 쓸 것
① 학교이름 및 위치

② 등교 소요 시간 및 수단

④ 배우는 과목들과 가장 좋아하는 과목

⑤ 가장 마음에 드는 점과 이유

2.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쓸 것

답

③ 등하교 시간

란

M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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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I go to Daehan Middle School located in Sungnam city in Korea. It
takes about ten minutes to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at 8:30

기본 답안

a.m. and come home at 4 p.m. I learn Korean, English, math, science,
music, and so on.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What I like most about
my school is the school festival in autumn. I like it because I can play
the guitar in the school band in front of everyone.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배
점

<조건>에 주어진 5개의 정보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10

5개의 정보가 모두 적절히 제시된 경우

1. 어휘사용의 적절성

배점 2. 문법, 철자의 오류여부
10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0~3개인 경우

8

4개의 정보만 적절히 제시된 경우

8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4~6개인 경우

6

3개의 정보만 적절히 제시된 경우

6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7~9개인 경우

4

2개의 정보만 적절히 제시된 경우

4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2

1개의 정보만 적절히 제시된 경우

2

문법 및 철자, 어휘의 오류가 13~15개인 경우

0

1개의 정보도 적절히 제시되지 못한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관사의 사용은 유동적으로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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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어

12
학교급

영 어

중학교(2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성취기준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간단히 쓴다.

성취
수준

상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대략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는 짧은 글을 간단히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 주말 농장에 관련된 사진이나 단어로 Brainstorming 활동
-주말 농장과 관련된 단어들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여 wordmap 작성
▷ 배움 나누기
주말 농장에 관한 대화문을 읽고, 대화에 나타난 찬성ㆍ반대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기 [활동지1]
▷ 배움 확산하기
-주말 농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써 보고, 모둠원끼리 의견을 모아 정리하기 [활동지2]
-모둠별 정리 내용 중 가장 새로운 의견 한 가지씩 발표, 비교하기
[활동지1]
• 대화를 읽고, 주말 농장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Mr. Jones: Why don’t we grow some vegetables in a garden?
Mrs. Jones: That sounds like fun. We can grow our own organic vegetables.
Kevin: But we can easily buy organic food in the supermarket these days.
Mrs. Jones: Yes, we can. But, taking care of a vegetable garden will be a good exercise.
Kevin: I play basketball almost everyday. That’s enough exercise for me.
Mrs. Jones: I think it will be a special experience for us. We can spend more time together.
Kevin: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 study on weekends. Most of all, I don’t like losing my
computer time.
Mrs. Jones: Taking care of a vegetable garden won’t take you much time. It’ll be fun.
지학사(이다미 외), 중2, Lesson2. Our Family Vegetabl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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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유

Mrs. Jones

1. We can

.

찬

2. Taking care of vegetable garden

성

3. We can

.

4. It will not

.

1. We

Kevin
반

2. I

대

3. I

.

in the supermarket.
almost every day. That’s

.

to study.

4. I don’t

my computer time.

[활동지2]
1. Brainstorming을 통해 익힌 단어들을 이용하여, 각자 family vegetable garden(주말 농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가지씩 적고, 모둠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정리해 봅시다.

주말 농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예시)
모둠원 1

Family vegetable garden makes us be interested in nature.

모둠원 2

I don’t like family vegetable garden because there are many insects in the garden.

모둠원 3
모둠원 4
2. 모둠별 정리 내용 중 가장 새로운 의견 한 가지를 골라 대표가 나와서 칠판에 써 봅시다.
3. 2번에서 나온 의견들 중 자신의 생각과 같은 문장을 서너 가지 뽑아 주말 농장에 대한 찬ㆍ반
의견 예시문을 만들어 봅시다. (과제로 제시 가능)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주말 농장 만들기에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며 우수작에
대해 보상한다.
2. 논술형 평가: 주말 농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찬ㆍ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쓰도록 한다.
3. 서술형 평가: 주말 농장 만들기에 대한 대화문을 읽고, 찬ㆍ반 이유를 파악하여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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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찬ㆍ반의 의견과 그 이유 쓰기

난이도
출처

배점

중

15

지학사(이다미 외), 중2, Lesson 2. Family Vegetable Garden

• 주말 농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 조 건
>
1.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을 택하여 쓸 것
2. 자신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4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답

란
My Opinion about Family Vegetable Garden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내용: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내용: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찬성의 경우)

기본 답안

1. I like family vegetable garden.(or I want to have a family vegetable
garden./ I agree to the idea to make a family vegetable garden.)
2. Because we can grow our own vegetables in a family garden.
3. And family members can spend more time together in a family
vegetable garden.
4. And family vegetable garden make us be interested in nature.
5. And taking care of vegetables can be a good exercise.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협
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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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반대의 경우)

기본 답안

1. I don’t like family vegetable garden.(or I don’t want to have family
vegetable garden)
2. First of all, there are many insects in the family vegetable garden.
I don’t like them.
3. And it’s because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 study). So I don’t have
enough time.
4. And I don’t want to lose my computer time.
5. Lastly,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on weekends. That’s enough
exercise for me.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협
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배점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조건>에 제시된 5개의 문장을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지의 여부

1. 어휘사용의 적절성

배점 2. 문법, 철자의 오류여부

5개의 문장이 모두 적절히 제시되고
선택에 따른 이유 설명이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전개된 경우

5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8

4개의 문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선택에 따른 이유를 대체적으로 이어지게 표현한 경우

4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 있지만 메시
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3개의 문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선택에 따른 이유의 설명이 관련성은 있으나 자연스럽게 이
어지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

3

4

2개의 문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선택에 따른 이유를 시도했으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2

2

1개의 문장이 적절히 제시되고
선택에 따른 이유가 서로 연관성이 없거나 내용을 잘 전달하
지 못한 경우

1

0

1개의 문장도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인 경우

0

10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
한 오류가 7~8개 발생하여 메
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
가 9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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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어

13
학교급

영 어

중학교(2학년)

교육과정
내용 영역

일의 절차와 주의 사항을 쓴다.

성취기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묻고 답한다.

성취
수준

상

일의 절차나 방법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중

일의 절차나 방법을 비교적 정확하게 쓸 수 있다.

하

일의 절차나 방법을 간단히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모둠별로 비빔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목록 만들기
▷ 배움 나누기
- 비빔밥을 만드는 방법을 읽고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활동지1〕
- 비빔밥에 대한 외국인들의 posting 자료를 읽고 유의 사항 파악하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비빔밥을 세계에 알리는 광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지2〕
[활동지 1]
1. Here is the recipe for bibimbap • What ingredients are there for bibimbap?
• Write down the words(verbs) about cooking.

[Step 1] Cook the rice.

[Step 2]
[Step 3] Fry an egg.
Slice the carrot and mushroom.
Stir-fry the sliced carrots and mushrooms.
Boil the beansprouts and spinach.

2. To enjoy bibimbab: Make the right order to enjoy bibimbap.
1.
2.
3.
4.

Put some cooked rice in a bowl.
Mix them well, and enjoy your bowl of bibimbap.
Then add a small amount of each of the cooked vegetables.
Add some gochujang, sesame oil, and a fried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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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1. 주어진 단어들을 참고하여 외국인에게 비빔밥 먹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cooked/rice/bowl

add/ amount

gochujang/

mix

vegetables

sesame oil/egg

enjoy

step1.

.

step2.

.

step3.

.

step4.

.

2. 다음 posting자료를 참고하여 비빔밥을 처음 먹는 외국인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should/should not/one/amount/spicy 를 모두 사용할 것)

Minhee posted the recipe for bibimbap on his own website. Here are some of the
comments that people made after reading it.
• Bibimbap is a favorite of mine. Thanks for this easy-to-read recipe!

- Amy

• I’d like to make this at home. The bibimbap looks delicious. - Ben
• When I first had bibimbap on the plane, I picked out and ate the vegetables one by
one. Soon I saw the man next to me smiling. I didn’t know that I should mix the
vegetables and rice together. - Tim
• The bibimbap looks like healthy food, and the colors are beautiful! Brown, orange,
green, and white in a bowl! - Rachel
• When I tried bibimbap, I drank much water. It was because of gochujang. Gochujang
was very spicy. Don’t forget that you should control the amount of gocujang.
-Sara
지학사(이다미 외), 중2, Lesson 4. Bibimbap: The Best Meal in a Bowl
↓
Minhee : This is Korean traditional food, bibimbap.

Try this delicious food, please.

Tim : Oh, it looks wonderful. The colors of vegetables are beautiful.
Then, how can I eat?
Minhee : You should

.

Don’t

.

And you should
because it is very spicy.

3. 모둠별로 비빔밥을 세계에 알리는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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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논술형 평가 : 외국인에게 비빔밥 만드는 과정과 비빔밥을 먹을 때의 유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서술형 평가 : 비빔밥의 재료들을 보고 비빔밥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수행 평가 : 비빔밥의 장점을 찾아 포스터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을 한 후, 전 세계에 비빔밥을
소개하는 광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문제 해결의 절차나 방법에 관해 쓰기

배점

중

15

지학사(이다미 외), 중2, Lesson 4. Bibimbap: The Best Meal in a Bowl

•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외국 친구에게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비빔밥을 먹을 때의 유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 조 건 >
1.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할 것 (반복 사용 가능)
2. 과정과 유의 사항을 포함하여 10개의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답

란
cook/ slice/ stir-fry/ beansprout/ egg /mix / sesame oil/ gochujang/ should/ should not

Here are the way to make bibimbap and what you should remember when you eat bibim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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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Cook the rice. Slice carrot and mushrooms in thin stripes. Stir-fry the
sliced carrot and mushrooms. Boil the beansprouts and spinach. Fry an
egg. Put some cooked rice and vegetables in a bowl and add some
gochujang and sesame oil on them.
When you eat bibimbap, you should mix the cooked rice and cooked
vegetables. You should not pick out and eat the vegetables one by one.
And remember that you should control the amount of gojujang (because
it is very spicy).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교과
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및 내용

언어 사용
1. 어휘사용의 적절성
2. 문법, 철자의 오류여부

배점

<조건>에 맞게 재료와 조리법의 연결이 적절하고 과정 설명 및
주의사항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었는지의 여부

배점

10

과제 완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연결과 내용 전개가 자연스럽
게 이어진 경우

5

문법 및 철자 오류가 0~2개 있으나
어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8

1. 과제 완성 조건을 충족하여 8~7문장을 쓰고 연결이 적절한
편이며 내용이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
2. <조건>의 2번 내용은 충족하되 주어진 단어가 1～2개 빠진
경우

4

문법 및 철자 오류가 3~4 있지만 메시
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6

1. 과제 완성 조건을 충족하여 6~5 문장을 쓰되 연결과 내용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경우
2. <조건>의 2번 내용은 충족하되 주어진 단어가 3～4개 빠진
경우

3

문법 및 철자 오류가 5~6개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보임

4

1. 과제 완성 조건을 충족하여 4～3문장을 쓰고 연결과 과정
유의사항 등을 시도했으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2. <조건>의 2번 내용은 충족하되 주어진 단어가 5～6개 빠진
경우

2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7~8개 발생하여 메시지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2

1. 과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2~1문장을 쓰되 서로 연관성이
없거나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경우

1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
가 9개 이상 발생하여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0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인
경우

0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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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14
중학교 (3학년)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쓴다.

상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Aram이 터키 여행 후 Paul에게 보낸 편지글 읽기
▷ 배움 나누기
글의 내용에 맞게 도식화하여 여행 일지를 정리하기 [활동지1]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생각하며 정리해 본 후 자신의 여행 경
험을 바탕으로 편지글 완성하기 [활동지2]
[활동지1]
1.Aram의 여행 장소를 표시해 보고 각각의 장소
특징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2. Aram의 여행 일지를 완성해 봅시다.
First Day

∘ Aram arrived in Istanbul and met her uncle.
Second Day

∘
∘
∘
∘
▷Grand Bazaar
∘ one of the largest covered market in the world
∘ selling a lot of things such as shoes, cups,
scarves and lamps.
∘ a good place to buy presents.
▷
∘
∘
▷
∘
∘

Third Da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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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1.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 3.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기억에 남는 곳
는 장소를 선택한 후 각각의 장소 특징에 대 을 골라 그 여행지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써
해 이야기해 봅시다.
봅시다.
▷
∘
∘
Dear ______,
▷
∘
How are you doing? I visited __________ with
∘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행 일지를 작

_________. We are having a great time here.
We

성해 봅시다.

went

to

______________________.

I

felt

____________ to see_________________.

First Day

∘

Then we went to _______________________. We

∘

ate _______________and ______________. I bought
Second Day

______________as a present.

∘
∘
Best wishes,

Third Day

___________

∘
∘

평가 방안
1. 논술형 평가 :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
는지 평가한다.
2. 선다형 평가 : Aram이 여행 후 쓴 편지글을 시간 순서에 의해 나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수행평가 :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소개하는 여행 안내 책자
를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한다.

- 73 -

예시 문항
평가요소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에 관한 일기 쓰기

난이도
출처

배점

상

15

YBM (신정현 외), 중3, Lesson6. A Letter From Turkey (2015년 개정교과서)

• 자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일기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쓰시오. (50~70 단어)
- Where you traveled
- When you traveled
- What you did
- Why it is the most memorable
답 란
A Trip to
I went to

I had a great time.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A Trip to) Busan
(I went to) Busan with my family on May 3rd. First, I went to

기본 답안

Haeundae Beach. My brother and I swam in the ocean and played with
a ball on the sand. Then we went to a big restaurant. We enjoyed
delicious raw fish. The trip was the most memorable because I enjoyed it
with my family. (I had a great time.)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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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여행 시간이 제시된 경우
여행 장소가 제시된 경우
여행 사건이 제시된 경우
여행이가장기억에남는이유가
제시된경우
5. 50～70 단어로 쓴 경우

여행 장소에서 한 일과 기억에 남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이고 일관
성 있게 서술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
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경우

여행 장소에서 한 일과 기억에 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완벽하
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1개인 경우

4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여행 장소에서 한 일과 기억에 남는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2~3개인 경우

3

과제 완성 조건 2～3개를 충족
한 경우

여행 장소에서 한 일과 기억에 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다소
미흡하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4~5개인 경우

2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6~7개인 경우

1

과제 완성 조건 1개 이상을 충
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8개 이상인
경우 또는 20 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낙서
(
, 욕 등), 주제와 무
관한 내용,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배
점

1.
2.
3.
4.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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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15
중학교 (3학년)

글을 완성한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완성한다.

상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중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하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말을 제한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각종 재난 상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활동지1]
- 재난 상황과 관련된 글을 읽어본 후 내용을 정리하기
▷ 배움 확산하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용품의 용도에 대해 생각하기 [활동지2]
[활동지1]
1. 사진을 보고 어떤 재난 상황인지 친구들 2. 각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씩 적어 봅시다.
과 이야기해 봅시다.
ⓐ rainstorm
- We have to find a shelter.
ⓑ fire
- We must evacuate the building.
ⓒ earthquake
- We need to cover our h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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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1.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할머니와 Robie, 2. 그림을 참고로 빈칸에 알맞을 말을 넣어
Julia가 대피하면서 챙긴 것을 표시하고, 각 용 아래 글을 완성해 봅시다.
품이 어떤 용도에 필요할지 적어 봅시다.

∘ canned food
: They need safe food to eat.
∘

:

What should you do when a flood is

∘

:

coming? There are several things. First,

∘

:

turn off the gas, water and electricity.

∘

:

Second,

.

∘

:

Third,

.

∘

:

Lastly,

.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해야 할 일과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선다형 평가 : 재난 상황 발생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파악하
고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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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지진 발생 시 해야 할 일과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기

배점

상

15

천재교육 (이인기 외), 중3, Lesson6. The River Rises

 지진발생시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다음 두 가지 그림 상황을 묘사하고 나머지
하나를 추론하여 지진발생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쓰고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40~60 단어)

?
답 란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First, we have to turn off the gas, water, electricity, because it can

기본 답안

cause different disasters such as fires, explosion, and so on. Second, we
have to pack enough food because we need safe food to eat. Lastly, we
need to get under the table because something could fall on you.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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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1. 첫 번째 그림을 묘사한 경우
2. 두 번째 그림을 묘사한 경우
3. 세 번째 그림을 추론하여 묘사
한 경우
4. 40～60 단어로 쓴 경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논리
적이고 일관성 있게 서술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
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그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1개인 경
우

4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
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2~3개인 경
우

3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 세
가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
는 데 다소 미흡하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4~5개인 경
우

2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6~7개인 경
우

1

과제 완성 조건 1개 이상을 충
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8개 이상인
경우 또는 20 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배
점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
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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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상
성취

중

수준

어

하

학교급

16

중학교 (3학년)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구체적
으로 쓸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느낌이나 의견을 제한적
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직업에 대한 글을 읽고 그 직업의 장∙단점을 알아보기 [활동지2]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이 원하는 미래 직업에 대한 글 쓰기 [활동지3]
[활동지1]
1. 그림을 보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 2.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생
아봅시다.
각해 봅시다.
interest
talent
money
working hours
working environment
Q. What makes you think so?
※

그림 : 능률교육 (장영희 외) 중1 교사용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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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1.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설명이 각각

2. 본문에 제시된 두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
더 조사해 봅시다.

어느 직업에 해당되는지 연결해 봅시다.
My work is physically hard.

Baker

I always learn new recipes.
I fix bugs.

Computer
developer

Good
points

I wear jeans and T-shirt at work.
Studying math is helpful for my job.

Bad
points

[활동지3]
1.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한 다음 질문에 대한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
직업에 대해 써 봅시다.

답을 써 봅시다.
1)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2) What are you good at?
3)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4) What values are important to you?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자신의 미래 직업을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선다형 평가 : 다양한 직업 소개에 대한 글을 읽고 소개된 직업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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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자신의 미래 직업을 소개하는 글쓰기

배점

상

15

YBM ( 신 정 현 외 ), 중 3, Lesson1. W hat W ill Be Your Future Job? (2015 년 개 정 교 과 서 )

• 20년 후 직업을 통해 유명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음 <조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
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글을 쓰시오.
<조
1.
2.
3.
4.

건>

직업명을 쓸 것
직업에서 하는 일을 쓸 것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쓸 것
40~60 단어로 작성할 것(띄어쓰기 미포함)
답

란

My Dream
I'm glad to talk about my wonderful job.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I 'm glad to talk about my wonderful job.) I'm a writer. I decided to

기본 답안

be a writer at 16 because it made me happy to make stories. I practiced
telling stories to others and they enjoyed listening to my stories. I'm still
trying to do these things. Keep doing what you are doing.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 >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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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1.. 직업명을 쓴 경우
2.. 직업에서 하는 일을 쓴 경우
3.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쓴 경우
4. 40～60단어로 쓴 경우

직업명, 직업을 선택한 이유, 직업에
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이
고 일관성 있게 서술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직업명, 직업을 선택한 이유, 직업에
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표현하여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1개인 경우

4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직업명, 직업을 선택한 이유, 직업에
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
로 표현하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2~3개인 경우

3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직업명, 직업을 선택한 이유, 직업에
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구
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다소 미흡하
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4~5개인 경우

2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
음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6~7개인 경우

1

과제 완성 조건 1개 이상을 충
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8개 이상인
경우 또는 20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배
점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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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17
중학교 (3학년)

중심 내용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요 내용을 쓴다.

상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중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하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의 주요 내용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건축가 Gaudi에 관한 글을 읽고 그의 일생과 업적에 관한 요약문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및 확산하기
요약문과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Gaudi에 관한 기사문을 작성하고 짝과 바꾸어 checklist를
보고 평가하기 [활동지2]
[활동지1]
1. 건축가 Gaudi에 관한 글을 읽고 그의 일생과 업적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 Childhood
- was often sick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uildings
- not straight but soft and wavy line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eople in his life
- greatly influenced by his father, a blacksmith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건축가 Gaudi에 관한 인터뷰 질문에 대해 답해 봅시다.
How was his childhood?
What are the special things
about his buildings?
Who are important people in
his life?
(on your own)

(인터넷이나 도서를 검색해서 답변 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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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1.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Gaudi에 관한 기사문을 써 봅시다.

G a u d i, a n A rc h ite c t W h o Lo ve d N a tu 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checklist를 보고 친구들이 작성한 기사문을 평가해 봅시다.
CAN YOU FIND......?
□

who this article is about

□

what the special things about the person are

□

what the person did

□

how / why the person did certain things
(Good things or weak things of your friend's article)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인물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글
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특정 인물에 관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상상
하여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읽고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 보거나 주
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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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인물에 관한 기사문 쓰기

상

배점

15

두산동아(김성곤 외), 중3, Lesson4. Meet Gaudi, an Architect Who Loved Nature
(2015년 개정 교과서)

• 다음 인터뷰를 읽고 인터뷰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기사문을 쓰시오.
The following is the interview with Jeong, Jin-seong, the most popular K-Pop star.
Q : When and where were you born?
A : I was born on February 25, 1986, in London.
Q : What were you like in your childhood?
A : I was a little shy, but enjoyed listening to music very much and sometimes wrote
music for my close friends.
Q : Tell me about somebody or something that influenced to you in your life.
A : The music teacher of the third grade in the middle school, who helped me follow
the career in musi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my life.
Q : Have you ever regretted being a K-Pop star? Why or why not?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 건>
1. 인터뷰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것
2.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상상하여 쓸 것
3. 60~70 단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미포함)

답

란
Korean around the World

The K-Pop Star, Jin-seong Jeong
Chosen as Top 10 Influential Korean of the Yea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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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기본 답안

인정 범위

내 용
The K-Pop star, Jeong, Jin-seong was born on February 25, 1986, in
London. He was shy, but enjoyed listening to music and sometimes
wrote music for his friends. His music teacher of the third grade in the
middle school helped him become a singer. He says he has never
regretted being a K-Pop star because he likes meeting people around
the world as a singer.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1. 인물의 출생지와 생일을
포함한 경우
2. 인물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영향력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작성한 경우
5. 60~70 단어로 작성한 경우

인터뷰의 내용과 마지막 질문
에 대한 대답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관성 있게 서술한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
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인터뷰의 주요 내용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벽하고 구
체적이며 잘 전개됨
인터뷰의 주요 내용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의 완벽하
고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전달함
인터뷰의 주요 내용과 마지막 질
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관련성이 있
으나완벽하지못하며잘전개되지못함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
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문법 및 철자 오류가 일부 발생하여 메시
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만 어휘를 선별하여
사용할수있는능력이다소보임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메시지 전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5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경우

4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3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2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1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철자 및 어휘 사용에 대한 오류가
심각하여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함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 또는 topic과 전혀 다
른 내용을 쓴 경우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거의 없고 어휘가
잘 선별되어 사용됨
문법 및 철자 오류가 다소 있지만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음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
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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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성취
수준

어
학교급

18
중학교 (3학년)

경험이나 의견을 쓴다.
학교생활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쓴다.

상

학교생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쓴다.

중

학교생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하

학교생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한적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Having more English classes”에 대한 의견을 모둠별로
brainstorming하여 발표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Persuasive Writing 관련 checklist를 통해 주장하는 글의 초안
작성하기 [활동지2]
- 모둠 내 초안을 서로 바꾸어 보고, checklist를 보며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활동지3]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final draft를 작성하여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
의 발표 내용 경청하기
[활동지1]
▣ 다음 Topic에 따른 Opinion별로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모둠별로 brainstorming하여 봅시
다. (이유가 많으면 칸을 추가할 것)
Topic
Having more English classes

Opinions
∘We should have more English classes.
∘We should not have more English classes.
⇊

Your opinion : I think
Reasons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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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Pair Checklist>
▢ Does his/her paragraph have a title?
▢ Did he/she indent the first line?
▢ Does his/her paragraph have a topic sentence?
▢ Do his/her sentences support your topic sentence?
▢ Does his/her paragraph have a concluding sentence?

<Persuasive Essay >
Title :
I think tha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Second,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활동지3]

Final Draf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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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특정 topic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글을 썼
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학교생활 관련인 ‘영어 수업시간 확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근
거를 들어 체크리스트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썼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특정 topic에 관한 글을 읽고, 주어진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기

난이도
출처

상

배점

15

두산동아(김), 중3, Lesson11. Fair Trade Chocolate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조건>에 맞게 한 문단(paragraph)으로 쓰시오.
Topic: Having More Korean Classes
Opinion 2
We don’t need to have more Korean classes.

Opinion 1
We should have more Korean classes.
Introduction
⇩
1. our mother tongue
2.
⇩
Conclusion

Introduction
⇩
1. other foreign languages
2.
⇩
Conclusion
<조

1.
2.
3.
4.

건>

두 가지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론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것
제시된 이유 외에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모두 논할 것
결론을 쓸 것
60~70 단어로 작성할 것(띄어쓰기 미포함)
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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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기본 답안

인정 범위

내 용
(찬성) I think that we should have more Korean class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Korean is our mother tongue, so it's important to
understand Korean literature and it'll lead to a stronger sense of identity
as Koreans. Second, we need to use our language properly and creatively
in our daily lives.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we should have more
Korean classes.
(반대)
I think that we don't need to have more Korean classe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ly, in this global era, we have other foreign
languages to study such as Chinese, Russian, and French. Secondly, we
already have four classes a week. This is enough to learn Korean
literature and grammar. For these reasons, I think that we don't need to
have more Korean Classes.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
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5
4
3
2
1
0

채점 영역
과제 완성
1. 자신의 견해로 서론을 제시
한 경우
2.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하여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경우
3. 결론을 제시한 경우
4. 60~70단어로 쓴 경우
5. 한 단락으로 쓴 경우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경우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내용

언어 사용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에 합당
한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한 후 논
리적으로 결론을 표현했는지의 충실
도를 판단함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
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완벽하게 쓴 경우
타당한 이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타당한 이유의 구체적 표현이 다소
미흡하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3개인 경
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4~6개인 경
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7~9개인 경
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13개 이상인
경우 또는 20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
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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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상
성취
수준

중
하

어
학교급

19
중학교 (3학년)

일상생활에 관한 의견이나 자신의 경험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구체적
으로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제한적
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문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도둑 한 명의 사연을 공유하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도둑 Jay의 편지를 읽고, 모둠별로 전문가 집단이 되어 Helen을 도울 방법을 토의한 후
토의 내용을 공유하기 [활동지2]
- 전문가가 되어 Helen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글쓴이의 의견을 쓰기 [활동지3]
▷ 배움 확산하기
모둠별 의견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 내용 경청하기
[활동지1]

그림을 통해 상상력 키우기
• 그림 자료를 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그림 : Googl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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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두산동아(김) 중3, Lesson9. The Case of the Stolen Diamond Necklace

① Where are Jay and Helen on the right-side picture? Can you guess why?
② How can you relate the two pictures above?
생각 넓히기
• Helen의 아빠(Jay)가 보낸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고 Helen이 처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Dear Ms. Winfrey,
My name is Jay Johnson. I have worked as a porter in a small hotel for
10 years. But I was arrested for stealing the diamond necklace last week. I
regret for what I did even though it is too late. However, please, help my
daughter, Helen, suffering from leukemia! She is only 5 years old. I was
terrified at the news because my wife passed away of leukemia 3 years ago.
But Helen's doctor said she could survive if she got an operation quickly.
When I received Mr. Goldman’s message in Kakao talk two weeks ago,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his offer. I know stealing is the last thing to do, but I
really wanted to save my daughter’s life. There is nobody to take care of her
if I leave her. What should I do?
Sincerely,

① Tell your friend Helen's situation.
② What could Jay do instead of stealing a diamond necklace to save Hele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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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Helen을 도와줄 방법 모색하기
• Choose one group of experts from below and discuss how to help Helen with your
group members.
Group of
Experts

[활동지3]

Write your group's opinion in th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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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ould you help Helen
were....? (If I were..., I would....)

if

you

Experts

How would you help Helen?
I would send Helen's doctor enough money to operate on Helen and

a millionaire

keep helping her to study at school.

a TV Reporter
Helen's Teacher
Jay's Co-worker
Jay's Friend
a doctor

.

a counselor

.

a detective

.

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모둠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Helen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선택된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Helping Chart를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Helen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Helen을 도와
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 서술형 평가 : 전문가가 되어 Helen을 도와줄 하나의 방안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난이도
출처

짧은 글을 읽고 논리적 수준의 결말 쓰기

상

배점

15

두산동아(김) 중3, Lesson9. The Case of the Stolen Diamond Necklace

• 다음은 Jay가 쓴 편지글과 Helen을 도와주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Helen이 처한 상황을
기술하고, 자신이 TV 리포터라면 어떻게 Helen을 도와줄 수 있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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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Ms. Winfrey,
My name is Jay Johnson. I have worked as a porter in a small hotel for 10 years.
But I was arrested for stealing the diamond necklace last week. I regret for what I did
even though it is too late. However, please, help my daughter, Helen, suffering from
leukemia! She is only 5 years old. I was terrified at the news because my wife passed
away of leukemia 3 years ago. But Helen's doctor said she could survive if she got an
operation quickly. When I received Mr. Goldman’s message two weeks ago, I had no
choice but to accept his offer. I know stealing is the last thing to do, but I really
wanted to save my daughter’s life. There is nobody to take care of her if I leave her.
What should I do?
Sincerely,

Jay Johnson

*leukemia : 백혈병

↓↓
Doctor : I would recommend the best doctor for leukemia and try to give a free
operation for Helen.
Millionaire : I would send Helen's doctor enough money to operate on Helen and keep
helping her to study at school.
Jay's Friend : I would visit the hospital everyday and take care of Helen in turns.
Helen's teacher : I would provide Helen with free school items until Jay comes back
and help her to be happy at school.
TV reporter :
.
<조 건>
1. Helen이 처한 상황을 서술할 것 (가족, 건강 상태를 포함할 것)
2.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TV reporter’의 입장에 근거하여 2가지 제시할 것
단, 위에서 제시된 도움 이외의 내용으로 쓸 것
3. 60~70 단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미포함)
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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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Helen is suffering from leukemia and soon her father will be sent to jail
for stealing a diamond necklace. Her mother passed away 3 years ago
and she had no relative to rely on. As a TV reporter, I think I would
help her by making a documentary with her story or introducing her
story on the TV news program. Then many viewers are going to help
her.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채점 영역

평가
요소

배
점

5
4
3
2
1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Helen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TV

로 표현하였는지의 충실도를 판단함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
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상황과 도와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3개인 경

경우

표현하여 완벽하게 쓴 경우

우

1. Helen의가족상황을제시한경우
2. Helen의병명을제시한경우
3. 첫 번째 도와줄 방법을 제시한
경우
4. 두 번째 도와줄 방법을 제시한
경우
5. 60~70 단어로쓴경우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여 논리적으

상황과 도와줄 방법을 비교적 구체
적으로 표현하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4~6개인 경
우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상황과 도와줄 방법의 구체적 표현이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7~9개인 경

경우

다소 미흡하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우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10~12개인

경우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경우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13개 이상인

경우

못함

경우 또는 20 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없는 내용임

불가능함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0

reporter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
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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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교과

영 어

교육과정
내용 영역
성취기준
상
성취
수준

어

중
하

20

학교급

중학교 (3학년)

일반적 주제에 관한 간단한 도표나 그림을 설명한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
장이나 글을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
장이나 글을 구체적으로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
장이나 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쓴다.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설명하는 문
장이나 글을 제한적으로 쓴다.

교수 · 학습 방안
▷ 배움 열기
본 수업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만우절 관련 만화를 보고 이야기 만들기 [활동지1]
▷ 배움 나누기
- 교 과 서 본 문 의 만 우 절 관 련 신 문 기 사 제 목 을 보 고 기 사 내 용 추 측 하 여 써 보 기 [활 동 지 2 ]
- 교과서 본문의 만우절 관련 신문기사를 읽기 [교과서]
▷ 배움 확산하기
자신의 만우절 경험에 대해 간략한 그림을 그리고 글로 표현한 후 자신의 글을 다른 친구
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내용 경청하기 [활동지3]
[활동지1]
• 만우절 관련 만화를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It looks
delicious.

Try some.
Ahh!!

What's wrong?
What should
we do?

I got you!
It's April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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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 교과서 본문의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신문기사 내용을 추측해 써 봅시다.

[활동지3]
1. 자신이 만우절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 다음 질문에 답하며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 When did it happen?
∘ What happened?
∘ How did it happen?
∘ Why did it happen?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글로 써 봅시다.

<Self-checklist>
1. Did you write when it happened? Yes
2. Did you write what happened? Yes

/ No
/ No

3. Did you write how it happened? Yes

/ No

4. Did you write cause and effect?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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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안
1. 수행평가 : 자신의 만우절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과 일치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지 평가한다.
2. 논술형 평가 : 만우절에 경험한 일을 보여주는 사진을 묘사하고 결론 부분을 추론하여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서술형 평가 : 세 장의 그림을 제시하고 두 장의 그림들을 글로 제시한 후, 남은 한 장의
그림과 일치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4. 선다형 평가 : 세 장의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의 순서대로 글을 나열할 수 있는지 평가
한다.

예시 문항
평가요소

일반적 주제에 관한 간단한 도표나 그림 설명하기

난이도
출처

중

배점

15

두산동아(김), 중3, Lesson2. April Fools' Day Tricks

• 오늘 학교에서 민우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만화이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여
민우가 엄마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
Did you see
Jinsu's text
message? Park
Jisung is coming
to school.

Let me
introduce
English
teacher,
Park
Jisung.
Come
on!

<조

건>

1. 3개의 제시된 만화 컷의 내용을 각각 포함할 것
2. 마지막 그림에는 자신이 상상한 마지막 장면을 포함할 것
3. 50~60 단어로 작성할 것(띄어쓰기 미포함)
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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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답안
구분

내 용

기본 답안

Mom. Today I got a text message from Jinsu in the morning. He said
that Park Jisung was coming to school. Many students were excited and
waited on the playground to see him. However, he didn't show up.
Instead, Jinsu came with our English teacher, Park Jisung. He tricked us!
We were very disappointed!

인정 범위

기본 답안 외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영역
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채점 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채점 영역
과제 완성

내용

언어 사용

1. 만화의 첫 번째 컷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만화의 두 번째 컷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만화의 세 번째 컷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마지막 장면을 상상한 내용
을 포함한 경우
5. 50~60 단어로 쓴 경우

만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
에 대한 내용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경우

1. 영어만을 사용하고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
2.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3. 철자의 오류가 거의 없는 경우

5

과제 완성 조건 5개를 충족한
경우

만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0~2개인 경
우

4

과제 완성 조건 4개를 충족한
경우

만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
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거의 완벽하게 쓴 경우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3~5개인 경
우

3

과제 완성 조건 3개를 충족한
경우

만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는 데 다소 미흡하나 의미 전달은
이루어짐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6~8개인 경
우

2

과제 완성 조건 2개를 충족한
경우

내용 전달을 시도하나 관련성이 없고
잘 전개되지 않았으며, 완성되지 않음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9~11개인
경우

1

과제 완성 조건 1개를 충족한
경우

연관되거나 완전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함

문법 및 철자, 어휘 오류가 12개 이상인
경우 또는 20단어 이내로 작성한 경우

0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부적절
한 내용낙서
(
, 욕 등), 무응답,
한국어로 쓴 경우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전혀
없는 내용임

언어적 오류가 아주 심각하여 이해가
불가능함

유의 사항
예시 답안 이외에도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는 교과협의
회를 통해 정답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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