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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yy Do not turn over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yy Choose one task.  Each task is worth [25 marks].
y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yy Ne retourn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yy Choisissez une tâche.  Chaque tâche vaut [25 points].
yy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yy No dé la vuelta al examen hasta que se lo autoricen.
yy Elija una tarea.  Cada tarea vale [25 puntos].
yy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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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250 단어에서 400 단어 사이의 글을 쓰세요.

1.  문화적 다양성

 여러분은 한국에서 한 달동안 교환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을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2. 관습과 전통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여러분은 패션과 외모가 종종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 상세한 예시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글로 쓰세요. 

3. 건강

 학교 신문의 편집자로서 여러분은 최근 지역사회 보건소장님과 학교와 가정이 어떻게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올릴 인터뷰 형식의 글로 쓰세요. 

4. 여가

  지난 주 학교 50 주년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학교 신문에 올릴 형식의 글로 쓰세요.

5. 과학과 기술

 다음 학교 토론의 주제는 “과학자들은 사회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연설문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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