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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라디오 시대』 독서 활동지_책 내용 상상하기

※ 표지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1. 표지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찾아 써 봅시다.

2. 이야기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3. 청계서점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 표지 오른쪽, 아이들이 신나서 쫓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5. 이야기의 내용을 짐작하여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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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라디오 시대』 독서 활동지_내용 정리

            

지금은 라디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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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라디오 시대』 독서 활동지_외래어 표기법

※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된 일제 강점기에는 라디오를 ‘라듸오’라고 
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법을 알아봅시다.

원어 틀린 표기 맞는 표기

tape 테잎

robot 로봇

cake 케잌

mattress 맷리스

coffee shop 커피숖

cafe 까페

gas 까스

fighting 화이팅

frypan 후라이팬

service 써비스

television 텔레비젼

digital 디지탈

talent 탈렌트

accessory 악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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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라디오 시대』 독서 활동지_외래어 표기법
답

※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된 일제 강점기에는 라디오를 ‘라듸오’라고 
썼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법을 알아봅시다.

원어 틀린 표기 맞는 표기

tape 테잎 테이프

robot 로봇 로보트

cake 케잌 케이크

mattress 맷리스 매트리스

coffee shop 커피숖 커피숍

cafe 까페 카페

gas 까스 가스

fighting 화이팅 파이팅

frypan 후라이팬 프라이팬

service 써비스 서비스

television 텔레비젼 텔리비전

digital 디지탈 디지털

talent 탈렌트 탤런트

accessory 악세서리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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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라디오 시대』 독서 활동지

※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DJ가 직접 읽어주기도 합
니다.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일상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
음 예시를 잘 읽고, 여러분이라면 라디오에 어떤 사연과 신청곡을 써 보내고 싶은지 생
각해 봅시다.

<라디오 사연 예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에어컨 고객 상담 업무를 하십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고객들의 불만 접수가 빗발쳐 수백 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컨 설치 언제 해줘? 그렇게 해서 월급 받을 수 있겠어?” 등 인격 모독 발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한 달 근무 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참고 견뎠어요?”
아버지는 “너희들 바라보면서 견뎠지.”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갖은 고생에도 우리를 위해 묵묵히 견뎌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인순이의 ‘아버지’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