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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2 – Reading comprehension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2 – Compréhension écrite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2 – Comprensión de lectura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y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y This booklet accompanies paper 2 reading comprehension.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y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y Ce livret accompagne la partie de l’épreuve 2 portant sur la compréhension écrite.

Cuadernill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y No abra este cuadernillo hasta que se lo autoricen.
 y Este cuadernillo acompaña a la parte de comprensión de lectura de la prueb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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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A본문 A

한국과 한국과 UAE: 성공 스토리 성공 스토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21일(화)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교육부장관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Hussain Ibrahim  
Al Hammadi)’의 요청으로 원격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한국의  
원격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교육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후세인 장관은 짧은 기간에 원격수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온라인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반(플랫폼)을 
사전에 확충하고,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모바일 데이터) 지원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기반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수학생)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과 함께, 접촉을 최소화한 1:1 
방문교육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다문화학생)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국어 가정 
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다문화 언어 강사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여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부·시도교육청 협력으로 신청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를 
대여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학생 간 정보격차 
해소한다. 

이어 후세인 장관은 원격수업을 할 때 출결과 평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세부 내용을 안내하였다. 

 (출결기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중심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진도율, 접속기록, 과제수행결과물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해당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제물 등 대체 확인 
방법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평가관리)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원칙을 마련한다. 지필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교개학 이후 실시하되, 평가범위는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하고,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의 관찰·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 가능하다. 

후세인 장관은 유은혜 부총리의 설명으로 한국의 원격교육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자국의 원격교육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어, 
한국과 UAE 교사들이 직접 화상으로 만나, 서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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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본문 B

그들만의 식탁그들만의 식탁

뼛조각을 쥔 남자의 손가락에 양념이 엉겨 붙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댔다. 엄마는 간혹, 맨밥만 끼적이고 있는 내 쪽으로 슬며시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밀어주었다. 그러나 꼬리찜의 기름이 둥둥 뜬 나박김치, 허연 밥풀이 앉은 겉절이, 되는 
대로 헤쳐 놓은 나물들까지, 어느 것 하나 남자의 흔적이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된장찌개로 수저를 가져가려다 또다시 멈칫했다. 밥풀이 잔뜩 묻은 
남자의 숟가락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찌개냄비를 휘젓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남자의 수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다. 내 시선을 의식한 엄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남자는 양 볼이 메어져라 우겨 넣은 음식들을 우물대다 말고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남자의 수저를 흘끔댔다. 남자도 쥐고 있던 
자신의 수저를 내려다봤다. 수저엔 여전히 밥풀과 음식의 양념들이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커다란 식탁 앞에 둘러앉은 우리 세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흔치 
않은 순간이었다. 남자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러나 남자는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식사에 열중했다. 엄마 역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찌개를 떠먹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소리 외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맞은편의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기엔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커다란 식탁의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남자와 엄마의 얼굴이 차츰 흐릿해졌다. 나는 잠시 멀거니 찌개 위에 뜬 기름기를 
바라보았다.

찜 그릇이 다 비워지자 남자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남자의 시선은 엄마가 덜어 
놓은 내 접시 위 꼬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이 울렁댔다. 나는 수저를 놓고 일어섰다.

“왜, 좀 더 먹지 않고…….” 
“그러지 그러냐. 이거, 오늘 고기가 유난히 단데 말이다.” 
엄마의 걱정에 남자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남자의 손은 이미 내 접시 위의 
꼬리를 덥석 집어 들고 있었다. 
“전 다 먹었어요. 마음 쓰지 말고 더 드세요.”

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엄마를 향해 짐짓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집안 가득 밴 음식냄새 때문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뼈에 붙은 고깃점을 다 훑은 남자가 크게 트림을 하며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엄마는 급히 남자에게 물수건을 건넸다. 그러나 남자는 
건네받은 물수건으로 손가락에 묻은 음식 찌꺼기를 닦는 대신 땀이 흐르고 있는 얼굴과 
목덜미를 훔쳐냈다. 남자는 엄마의 네 번째 남자였고 내게는 세 번째 저기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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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C본문 C

 

  저작권 문제로 삭제됨 



Disclaimer:

Texts used in IB language assessments are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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