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터

4 주 완성

초등 국어

독해력
6단계
6학년 수준

다양한 주제로 융합 사고력 완성
무료 해설 강의는 기본
QR코드 영상으로
배경지식 빨리 쌓기!

4주차

2일

인터넷 게임과 중독
관련 교과 6-1 국어 ‘주장과 근거 판단하기’ / 5-2 실과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40쪽

㈎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주제로 대
화를 주고받으면서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
★

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단순한 재미만이
★

아니라 높은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 계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인터넷 게임을 컴퓨터로 하다 보면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이 높아져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 그러나 인터넷 게임에 너무 몰입을 하면 게임 중독 문제가 생길 수 있습
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체력이나 시력 등 건강이 나빠지고, 더 나아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
다. 이런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성적
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친구
나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친구 관계도 나빠지고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현실

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적
군과 아군이 군사를 써서 승
패를 가르는 컴퓨터 게임의
한 종류.
★ 계
 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

를 일깨워 줌.
★ 몰입(沒빠질 몰, 入들 입): 깊

이 파고들거나 빠짐.

내용 확인하기

01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

)

① 스트레스

② 학교 생활		

④ 미래의 진로

⑤ 시력과 체력

③ 인터넷 게임

내용 확인하기

02

인터넷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두 가지 골라 ◯표를 하시오.
(
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
⑵ 시력이 나빠지고 체력도 약해진다.
⑶ 컴퓨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이 높아진다. (

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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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근거의 타당성 판단하기

03

글 ㈎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싸움이 현실에서도 이어져 큰 싸움이 되기도 한다.
㉯ 게임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 온라인 게임을 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
도움말

)

글 ㈎에서는 인터넷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주차 2일
공부한 날
월

일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4

글 ㈎와 ㈏ 중에서 게임 중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글의 기호를 쓰시오.
(

)

내용 확인하기

05

글쓴이가 말한 게임 중독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② 친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③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④ 체력이나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어휘 학습하기

06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입니까? (

)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① 몰입

② 영향		

④ 가상

⑤ 갈등

③ 현실

4주차 2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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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문제

정답과 해설 41쪽

제한하는 것은 많은 청소년들에게서 게임을

㉠

토론 주제:

★

찬영: 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해

할지 안 할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

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을 하지

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찬영: 게임 중독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 범죄도 일

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인터넷 게임을 하

어나고, 게임 중독이 된 청소년이 우울증을

면 잠이 부족해서 학교 생활에 ㉡ 지장을 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스스로

고, 시력이 나빠지는 등 건강에도 문제가 생

게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정한 시간 동

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에 중

안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독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자랄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

소라: 2018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의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하루에 약 2시간

소라: 게임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은 시간

30분이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은

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에는 인터넷 게임을

전체 학생의 약 2.5%입니다. 그러므로 게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 시

중독에 빠져 있는 학생은 비교적 적은 편이

간을 제한하면 이런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에 중독되지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

않은 나머지 청소년들에게까지 게임 시간을

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한해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아야.
★ 지장(支가를 지, 障가로막을 장): 일하는 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

주장이나 주제 파악하기

07

다음은 ㉠에 들어갈 토론 주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청소년의 (

)을/를 제한해야 하는가?

내용 확인하기

08

찬영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인터넷 게임은 재미있다.
②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은 거의 없다.
③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
④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⑤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해도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없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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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일

3일

4일 5일

근거의 타당성 판단하기

09

소라의 주장에 알맞은 근거 두 가지를 고르시오. (

,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

①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사회적 울타리가 필요하다.
② 시력이 나빠지고 우울증을 겪는 등 건강에 영향을 준다.
③ 청소년들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④ 청소년들의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게임 중독과 관련이 적다.
⑤ 게임 중독이 아닌 청소년에게서 게임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근거의 타당성 판단하기

10

소라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맞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인터넷 게임의 자극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
㉯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해도 실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은 하루 16~20분 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

)

매체 읽기

11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②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③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④ 글쓴이가 제시한 통계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지 살펴본다.
⑤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살펴본다.
도움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글의 종류는 안내문입니다.

어휘 학습하기

12

㉡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고르시오. (
① 도움

② 방해

)
③ 이익

④ 보탬

⑤ 협조

정답 바로 보기

맞힌 개수

/ 12개

4주차 2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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