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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실의 시작 

거꾸로 교실은 미국 공대 교수인 Baker가 ‘The Classroom Flippe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

신이 했던 수업의 성과를 학회에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사 Bergmann과 Sams가 과

학 수업에 이것을 접목하여 2012년 그 경험담을 책으로 펴내면서1)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

다. 국내에서는 2012년 카이스트에서 이 방식의 강의가 도입되었으나,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14년 KBS에서 다큐멘터리 ‘21세기 교육혁명―미래 교실을 찾아서’가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이 교수법은 영어로는 기존의 수업을 뒤집는다는 ‘flip learning,’ ‘flipped learning,’ ‘inverted 

learning’ 등으로 사용되며, 우리말로는 영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플립 러닝,’ ‘플립드 러닝’으

로 쓰기도 하지만, ‘거꾸로 교실’ 또는 ‘역진행 수업’ 등으로 번역한 용어도 사용된다.

뒤집기 교육: 두 단계(Two-step) 과정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면대면 수업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

되며, 나머지는 과제로 제시되어 학생 스스로 전달된 정보를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교

실이 지향하는 두 단계 과정은 새로운 정보의 전달이 수업 전(前)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면대면의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은 급우 및 교사와 협동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거

꾸로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미리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

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잘못 이해한 정보는 즉시 수정할 수 있다.  

1)　  Bergmann & Sams.(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New York: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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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실의 수업 자료,  

또 다른 교사의 부담일까?

거꾸로 교실의 경우, 교실 밖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은 해당 수업 내용을 교사가 동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

하게 하고 온라인 퀴즈로 학습 정도를 확

인하는 등의 정보 통신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첨단 기술이 거꾸로 교실 실행을 촉진하긴 

했지만, 기술 사용이 필수적이거나 교사가 

모든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한

다는 것은 아니다. 즉, 교사가 제작한 어떤 수업 자료도 정해진 수업 시간이나 교실 이외의 장소

에서 수업 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aker 교수가 처음 이 교수법을 사용했을 때

는 강의 수업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해 오게 했고, 이로 인해 학생

들은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실 밖 수업 자료로는 교사

가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자료, 수업에 도움이 되는 보충 읽기 자료, 영화, 유튜브 동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수업을 뒤집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수업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하며 미리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숙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사가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는 부담만 추가된다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교실에서의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을 거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할 수 있음에도 동영상 

제작이라는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영어 수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 학습용 

동영상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꾸로 교실이 곧 동영상 

제작은 아니다. 영어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우, 듣기 및 읽기 자료를 영상과 함께 오디오 

녹음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나 오디오 자료인 MP3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즉 디지털 교과서

와 MP3를 활용하여 교실 밖에서 듣기와 읽기를 하고 교실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발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상호 의사소통적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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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독서 수업, 거꾸로 교실로 해 보자

영어 독서의 중요성은 영어 교사나 교육자라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영어 독서를 거꾸로 교실로 

하자고 한다면 이중의 부담이 몰려 올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

험으로 볼 때, 영어 독서 수업을 거꾸로 교실로 하면 오히려 더 쉽

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실례를 들어 보자. 필자는 경기도에 있

는 G 고등학교 교사와 이 학교의 2학년 8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

으로 영어 독서를 정규 수업 시간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

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2) 이 연구에서는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거나 온라인 퀴즈 등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결과를 발표할 때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지 않

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꾸로 교실이 되었다.

거꾸로 교실에서 영어 독서 수업은 주당 4차시의 영어 수업 중 3차시는 교과서로, 1차시는 영어 소

설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하여 교사가 일차 선정한 다

섯 권의 소설책 표지를 보여 주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추천한 Jeanne 

DuPrau의 「The City of Ember」로 정했다. 이 소설은 270페이지가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첫 두 주는 텍스트 선정과 도입을, 3주 차부터는 한 주에 한 챕터를 읽고 읽기 후 활동을 진행

했으며, 책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챕터를 복습하거나, 발표 등의 특별 활동을 포함하여 총 30주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수업 중 10~15분 정도를 할애

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남은 시간에 독후 활동을 하였다. 놀라운 일은 4주 차

에 접어들면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독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서 스스로 해당 챕터

를 수업 전에 읽어 오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6주째 수업부터 학생들은 수업 전에 해당 챕터를 읽고, 

수업은 텍스트 기반 활동 위주로 진행하였다. 자연스럽게 면대면 상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

업의 일부가 사전 학습으로 넘어가고, 교실 수업에서는 발화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도 해당 챕터별로 수업 전에 보고 와서 텍스트와 영화를 연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소설을 활용한 영어 독서 수업에서 발화는 이야기의 요소인 등장인물, 시간 및 장소적 배경, 주요 사

건, 플롯 및 인물 간의 갈등 등을 파악하여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픽 조직

자(graphic organizer)를 사용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한 다음 말하기를 하면 더 논리적이면서도 영

어로 말하기가 쉬워진다. 읽은 챕터를 10문장으로 요약, 이야기 기차, 등장인물 분석 등을 하면서 내

2)　  김혜리, 신일진.(2015). 영어 소설 활용 독후 활동을 고등학교 수업에 접목하기 위한 실행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2(1), 177-205.  

김혜리.(2015) 아동 문학과 영어 교육.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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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이해를 강화하였고, 엽서, 편지 및 신문 기사 쓰기, 등장인물에 대한 시 쓰기, 공익광고 포스터 그리

기와 같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쓰기도 할 수 있어 영어와 창의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낮다면, 소설책 대신 그림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좋은 그림책은 어린 아동뿐 아

니라,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성인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세련되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의 예를 보여 준

다. 특히 교실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좋은 그림책은 교사, 전문 성우 또는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 주

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동영상을 사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토론과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림책

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몇 권 소개한다.

•	토론하기	좋은	책

 - Fly Away Home(1993) by Eve Bunting & Ronald Himler

 - Smoky Night(1994) by Eve Bunting & David Diaz

•상상력을	확장하는	글쓰기에	좋은	책

 - Click, Clack, Moo: Cows That Type(2000) by Doreen Cronin

 - The Three Pigs(2001) by David Wiesner

새로운 교수 자료나 교수법을 도입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통적 

수업에 비해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의 통합적, 민주적, 허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생의 생각

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이에 적절

한 교수·학습 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학생들의 입장

에서는 이미 익숙해진 수동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사

전 학습을 해야 하는 부담이, 사전 학습을 해 오지 않은 친

구와 협력 학습을 해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전 

학습 자료 제작으로 늘어난 교사의 업무, 평가 등 여러 문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교실이 잘 정착되었을 때의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적절한 

과목 또는 단원 등에 도입해 볼 만하다. 특히 외국어인 영어 

수업에 거꾸로 교실을 잘 활용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입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수업에서는 면대면 상황이 

필요한 의사소통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제는 거꾸로 교실

을 단순히 더 많은 수업 준비라는 업무 부담이 아니라 수업 혁신이라는 관점으

로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볼 때이다.    

생각을 
뒤집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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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Games & Activities

Morning 
Meetings

Morning Meetings 활동

유난히 활발한 학생들이 많은 반에서 월요일 첫 수업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 주말에도 이런 저런 바쁜 일들로 

쉬지 못하고 무거운 몸으로 출근을 했을 때, 한 주의 시작을 편안하게 열고, 졸린 눈의 학생들도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활동으로 Morning Meetings가 제격이다. 꼭 힘든 월요일 아침이나 피곤한 수요일 오

후 수업이 아니어도 된다. 어느 요일 어느 시간이든, 약간의 여유를 할애할 수 있다면 영어 시간을 학생들이 기

다리는 수업으로 만들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날짜의 요일에 어울리는 제목을 쓰고, 학생들이 솔직하고 재미있게 답할 수 있는 질

문을 아래에 써 둔다.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 적힌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한

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은 친구들이 쓴 답을 같

이 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 혹은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다시 시작될 때, 선

생님이 첫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특히 좋은 활동이다.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1.	 	칠판에	해당	요일에	어울리는	제목을	써서	멋지게	꾸미고,	

그	아래에	학생들에게	할	질문을	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질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해석을	써	준다.

2.		학생들에게	칠판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칠판에	쓰

게	한다.	이때,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니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학생들이	모두	쓰고	나면	내용을	함께	보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맞히기	게임도	하고,	서로의	관심사나	기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How	to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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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Meetings로 활용할 만한 질문들을 소개한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질문 아래에 해석을 작게 써 주는 것도 원활한 활동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처음 소개할 때에는 질문과 함께 선생님이 먼저 예시 답을 적고 학생

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Morning 
Meetings

Monday
Musical Monday: Who is your favorite singer? 

Moody Monday: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Missing Monday:   What is something of yours at your home that always 
comes up missing? 

Tuesday
Tasty Tuesday: What is your favorite food?

Tickle Me Tuesday: Write something on the board that makes you laugh. 

Talented Tuesday: What is one talent that you think you have?

TV Tuesday:   If you could only choose one TV program to watch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Thursday
Thinking Thursday: Describe yourself in just one word! 

Thumbs Up Thursday: What is something that you are proud of? 

Three Things Thursday:   What are your three favorite things to do on a 
rainy day?

QUESTIONS

Friday
Finish the Sentence Friday:   Our classroom is …. 

Fly Friday: If you could fly anywhere for free, where would you go?

Freaky Friday:   If you could trade lives with one person for a day, who 
would it be and why? 

“What puts you in a good mood?”

06    07

Wednesday
I Wonder Wednesday: What is one thing that you wonder about?

Work Out Wednesday: How will you exercise your brain today?

One Wish Wednesday:   If you could make one wish come true, what would 
your wish be?

We Love to Read Wednesday:   What is one book that you can’t stop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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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heeldecide.com

Resources  Games & Activities

Wheel Decide Game

Wheel Decide 게임은 단어 복습 활동을 할 때 학

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복습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흥미 만점 활동이다. Google 사이트에

서 wheeldecide.com에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

은 wheel이 나온다. 매뉴얼에 따라 원하는 단어들

을 입력하고 ‘Apply Wheel Changes’를 클릭하면 

wheel에 입력한 단어들이 보인다. 학생들에게 게

임 방식을 설명해 준 다음, wheel에 마우스를 올

려서 클릭하면 wheel이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멈

춘다. 이때 걸리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발표하는 모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은 돌아가는 wheel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될지 뚫어지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재미와 

학습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

[ 활동 전 ]

1.	 Google	사이트에서	wheeldecide.com에	접속한다.

2.		학습할	단어들을	wheel에	모두	입력해	놓는다.		

3.	워크시트를	잘라서	빈	상자에	넣는다.	

[ 활동 시작 ]

1.	 4명씩	모둠을	만든	다음	각	모둠에서	2장씩	뽑게	한다.	

2.		단어와	문장을	보고,	주어진	단어들을	재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3.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해서	wheel을	돌리고,	멈췄을	때		

나오는	단어를	다	같이	읽게	한다.

4.		해당	단어를	가지고	있는	모둠의	구성원	한	명이	일어나서	

완성한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다.

5.	올바른	문장으로	발표를	잘하면	1점을	준다.	

How	to	Play

Wheel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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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rt
네가	가장	좋아하는	후식은	뭐니?		
(is,	favorite,	your,	What,	dessert)	

→	 ?

decide
그녀는	여기에서	이틀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stay,	two,	here,	She,	decided,	to,	more,	days)	

→	 .

dip
Sally는	자신의	쿠키를	우유에	살짝	담그는	것을	좋아한다.		
(her,	likes,	cookies,	Sally,	in,	milk,	the,	to,	dip)	

→	 .

piece
너는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니?		
(want,	to,	of,	have,	Do,	piece,	you,	a,	cake)	

→	 ?

popular
그	인기	있는	여배우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sunglasses,	actress,	is,	wearing,	The,	popular)	

→	 .

pour
나는	너의	컵에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따를	거야.		
(orange,	in,	your,	juice,	pour,	some,	I,	will,	cup)	

→	 .

raw
세비체는	날	생선으로	만든	요리이다.		
(made,	dish,	with,	fish,	Ceviche,	raw,	is,	a)	

→	 .

seafood
바닷가에는	많은	종류의	해산물	요리가	있다.		
(many,	kinds,	are,	of,	seafood,	at,	the,	There,	seaside)	

→	 .

slice
나는	피자	한	조각을	먹을	거야.		
(of,	I,	slice,	will,	have,	a,	pizza)	

→	 .

soften
너는	버터를	냄비에	녹일	수	있다.		
(soften,	the,	butter,	in,	a,	You,	can,	pan)	

→	 .

tasty
너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니?		
(want,	a,	Do,	you,	tasty,	to,	eat,	meal)	

→	 ?

pick up
너는	포크로	딸기를	집는	게	어때?		
(pick,	up,	a,	don’t,	you,	with,	a,	strawberry,	Why,	fork)	

→	 ?

learn
in

g
 m

aterials

* 예시: YBM 중1(박준언) 5단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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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몇	분	동안	전기가	나갔다.	
(electricity,	for,	a	few,	was,	The,	off,	minutes)	

→	 .

leave 
내가	일찍	떠나도	되나요?	
(leave,	I,	early,	May)	

→	 ?

recycle
너는	종이와	유리를	재활용할	수	있다.	
(paper,	You,	recycle,	can,	and,	glass)	

→	 .

responsible
그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
(responsible,	accident,	He,	is,	for,	the)	

→	 .

shower
나는	여름에	찬물로	샤워를	한다.	
(take,	a,	I,	shower,	in,	cold,	summer)	

→	 .

stairs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지	마.
(run,	the,	up,	Don’t,	stairs)	

→	 .

throw away
너는	그	소파를	버리는	거야?	
(away,	Are,	throwing,	you,	the,	sofa)	

→	 ?

trash bin
쓰레기통이	꽉	찼다.	
(bin,	The,	is,	trash,	full)	

→	 .

unplug
나는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I,	when,	my,	computer,	using,	unplug,	I,	am,	not,	it)	

→	 .

light
네가	외출할	때는	등을	끄도록	해라.
(out,	Turn,	the,	when,	off,	you,	light,	go)	

→	 .

dry
이	수건으로	손을	말려라.
(hands,	your,	with,	this,	Dry,	towel)	

→	 .

easily
나는	그	문제에	쉽게	답을	할	수	있다.	
(answer,	I,	the,	easily,	question,	can)	

→	 .

le
ar

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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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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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YBM 중1(송미정) 6단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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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Games & Activities

학급 전체가 몸을 움직이며 단어를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이

다. 단어를 정확하고 속도감 있게 읽어야 하고, 내가 신속하

게 움직이지 않으면 상대 모둠의 친구가 나의 영역으로 들

어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단어를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

들어 주는 게임이다. 학습 단어 카드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  

낱말, 어구,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

이 상이한 경우, 모둠별 활동 도우미를 선정하여 단어 읽기

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또는 활동의 난도를 높여, 단어의 우리말 뜻을 말하는 레이

스로 게임을 변형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11

Word Reading Race Game

1 단어	카드들을	수업	전에	미리	오려	둔	다음,	

칠판에	일렬로	붙인다.

3 양쪽	끝에서	시작한	두	학생이	중간에서	마주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긴	모둠원은	이어서	단어를	

읽고,	진	모둠원은	맨	뒤로	가고	다음	차례의	모둠원이	

이어	나와	처음부터	단어를	다시	읽기	시작한다.		

4 자신이	시작한	곳에서	반대쪽에	있는	

마지막	단어까지	읽은	모둠이	1점을	얻는다.	

전체	모둠원이	참여할	때까지	진행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2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눈	후,	칠판	양쪽에	줄을	

서게	한다.	각	모둠마다	첫	번째	학생이	START	

지점에서부터	단어를	영어로	빠르게	읽기	시작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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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Games & Activities

보드 게임은 학년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기 있는 활동이다. 특히, 어려운 수준의 문법 요

소를 가르친 뒤 보드 게임으로 내용을 익히면 학생

들이 어려운 부분을 수월하게 익힐 수 있다. 

1.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2.		게임판과	동전을	모둠당	한	개씩	나누어	준다.

3.		가위바위보를	하여	동전을	던질	순서를	정하게	한다.

4.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두	칸,	뒷면이	나오면	한	칸을	

이동하게	한다.

5.		이동한	칸의	질문을	모둠원들이	읽어	주면,	해당	순서의	모둠

원은	알맞은	대답을	한다.

6.		올바르게	대답하면	이동한	칸에	있고,	대답하지	못하면	원래	

칸으로	되돌아간다.

7.	 	모든	모둠원이	‘FINISH’	칸에	도착할	때까지	게임을	진행한다.

8.		가장	빨리	도착한	모둠이	이긴다.	

Sample Dialog

A: Which is wider, the ocean or the river? 

B: The ocean is wider than the river. 

How	to	Play

BOARD        GAME

le
ar

n
in

g
 m

at
er

ia
ls

원급 비교급 원급 비교급 

light fast

heavy slow

hot big

cold small

smart important

I'm stronger 
than you.

. . .

I'm faster 
tha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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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colder, 
the North Pole or 

Russia?

Which is wider, 
the ocean or 

the river?

Which is higher, 
Mt. Everest or 

Hallasan?

Which is faster, 
an airplane or 

the KTX?

Which is longer, 
a train or a taxi?

Which is lighter, 
a dictionary or 
a paper bag?

Which is heavier, 
water or oil?

Which is smaller, 
a mouse or 

an elephant?

Which is softer, 
a blanket or 

a desk?

Which is more 

expensive, 
gold or silver?

START
Which is sweeter, 

chocolate or bread?

FINISH 
Which is smarter, 

a dolphin or 
a rabbit? 

Which is thicker, 
a piece of paper 

or a book? 

Which is bigger, 
the Sun or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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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

What’s 
the 

Topic?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한 학습 수준별 읽기 자료 

Reading Plus +

중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에 맞춘 읽기 자료를 

소개한다. 2학기 학사 일정 또는 9~10월의 특별한 

날과 연계된 주제로 지문을 만들었기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다. 또한 지문을 수준별로 제공

하여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	달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지문은 중국의 중추절에 대한 글이다. 달을 기리는 행사, 의미, 

그리고 이름에 달을 담은 월병(mooncakes)에 대해 알아보자. 

LEVEL 1 The August Moon Festival in China

“아직	꿈을	찾지	못한	당신을	위한	솔루션!”	

세 번째 지문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글이다. 

세 가지 팁을 토대로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를 계획해 보도록 한 다음,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LEVEL 3 Tips for Starting Career Planning

“브라질에는	어부를	돕는	돌고래가	있다는데,	사실일까?”

두 번째 지문은 브라질의 특별한 돌고래에 대한 글이다. 돌고래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부들을 돕는지 살펴본 후 그 이유도 파악해 보자. 

LEVEL 2 Do Dolphins Work Together with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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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핵심	내용

Reading	
Strategy

Scanning 전략

 빠르게 본문을 읽어 주어진 질문의 답을 찾도록 한다. ‘몇 마리의 돌고래들이 어부를 돕나요?’ 및 ‘돌고래와 어부

의 협력은 돌고래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학생들의 내용 파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T:   Read the passage quickly to get the answers fo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many dolphins 

cooperate with fishermen when fishing? Second, in which town do dolphins work with fishermen to 

catch fish?

Grammar	
Point

전치사 + 동사 ing

The dolphins help the fishermen know when to throw their nets, by showing them special head or tail 

slap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전치사 ‘by’ 뒤에 온 동사의 형태를 함께 확인하고, 동사가 전치사 뒤에 올 때는 어떤 형태로 써야 하는지 추측하

게 한다.

LEVEL	1	핵심	내용

Reading	
Strategies

Skimming 전략

빠르게 본문을 훑어보도록 지도한다. 어떤 내용일지 빠르게 훑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주고받아 본다.

T:   Read the passage quickly to get a general idea. What’s the title? Let’s talk about what the passage 

will be about. 

Guessing 전략

본문의 월병, 달 사진을 보며 내용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중추절의 시기, 의미, 특별한 음식 등의 질문을 제공하

여 정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T: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s? Can you guess the topic of the passage? Why do you think so? 

Talk about your ideas with your partners.

Grammar	
Point

접속사 While

While westerners recognize the sun for its power, people in the Far East admire the moon. 

위 문장을 해석하며 ‘while’의 뜻을 추론하도록 유도하고, 역접의 접속사를 소개한다.

LEVEL	3	핵심	내용

Reading	
Strategy

Graphic Organizer 전략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구조도를 그려 보도록 한다. 가운데 ‘Tips for Starting Career Planning’을 쓴 후, 구조도

를 완성하여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T:   Let’s make a graphic organizer for the passage. Draw a big circle in the middle of the paper and 

write ‘Tips for Starting Career Planning’ in it. Then, find three tips in the passage, and complete the 

graphic organizer by adding three circles with tips on them around the big one.

Grammar	
Point

관계부사 when

In particular, it is when high school students start to focus on their post-graduation plans, including 

career planning. 

학생들과 위 문장을 읽어 본 다음, when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질문한다.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의 when은 앞에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선생님을	위한	핵심	쏙쏙

Reading 내용 분석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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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gust 
Moon Festival 
in China

The August Moon Festival, usually called as Mid-Autumn 

Festival, is one of the most celebrated Chinese holidays. It is 

held on the 15th day of the 8th lunar month. Families have a 

big feast, but while Americans have turkey for Thanksgiving 

dinner, Chinese people have mooncakes. (A) To express their 

thanks, friends and relatives also send mooncakes to each other. 

(a) It’s also a perfect day of a romantic meeting for couples. (B) 

For many years, Chinese writers wrote poems or stories about 

long lost lovers finding their way to each other on this special 

night. (C) The August Moon Festival is often called the Women’s 

Festival because the moon symbolizes beauty and elegance. 

(D) While westerners recognize the sun for its power, people in 

the Far East admire the moon. (E) For a long time, it has been a 

dream of people to go to the moon. In the East, the moon means 

the ‘yin’ or female principle. Therefore, (b) 많은 고대 팔월제 민간 

설화들이 달 처녀에 관한 것이다.  And an old mythology has come 

down that on this magical occasion, children who 

make wishes to the Lady on the Moon will 

make their dreams come true.

*mooncake 월병      *mythology 신화 

Resources Reading +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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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을 고르세요.

①  August Moon Festival이	열리는	시기

②  August Moon Festival에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

③  동양인들이	숭배하는	대상

④  동양에서	달이	의미하는	것

⑤  August Moon Festival에	아이들이	바라는	소망

2  윗글의 (A)~(E) 중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세요.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All About the August Moon Festival

Another name for the August Moon Festival  Festival

What the Chinese eat during the festival

What the moon symbolizes  and elegance

 (F)  (G)  (H)
①   Lunar ....... mooncakes ....... power
②   Lunar ....... feast ....... beauty
③   Mid-Autumn ....... turkey ....... magic
④   Mid-Autumn ....... mooncakes ....... beauty
⑤   Men’s ....... turkey ....... power

[Comprehension Check-up]

4  윗글의 밑줄 친 (a)가 가리키는 바를 영어로 쓰세요.

5  윗글의 (b)와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재배열하세요.

  (moon maiden, August Moon Folktales, many, are, ancient, about, a)

.

[Writing Check-up]

learn
in

g
 m

aterials

(F)

(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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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Dolphins
         

Humans?

Resources Reading + LEVEL 2 

In the town of Laguna, on Brazil’s Atlantic coast, 

dolphins have cooperated with local fishermen to 

catch fish for the last fifteen years or so. The dolphins 

drive mullet towards fishermen in the shallows, who 

throw out their nets to capture the fish. The dolphins 

help the fishermen know (a)  to throw their nets, 

by showing them special head or tail slap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Dolphins don’t do (b) it to help 

the fishermen. At the same time, they obviously can 

get more fish as a result. This cooperation helps both 

humans and dolphins. Meanwhile, only about 20 

dolphins can cooperate with the fishermen this way. 

It’s unclear how and (c)  this agreement between 

dolphins and humans started, but it is clear that it 

is a learned trait which mothers pass down to their 

offspring through social learning, as humans do. Two 

favorites with the fishermen are called ‘Scube’ and 

‘Caroba.’ Almost two hundred fishermen rely on and 

get help from Scube, Caroba, and their friends. In turn, 

they also have benefits from those fishermen.

*mullet 숭어과의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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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 ◯ 표 하세요.

⑴  Laguna 마을의	모든	돌고래는	어부와	협동하여	물고기를	잡는다.

⑵  Laguna 마을의	돌고래는	어부에게	그물을	던져야	할	시점을	알려	준다.

⑶  Laguna 마을의	돌고래와	어부의	협동은	어부와	돌고래	모두에게	유익하다.

⑷  Laguna 마을의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어부와의	협동	기술은	타고난	것이다.

2  윗글의 제목에 들어갈 알맞은 어구를 고르세요.

①  Work Together with
②  Get Out of
③  Run Away from
④  Swim with
⑤  Throw Out

3  윗글에서 어부들이 Scube와 Caroba라고 불리는 돌고래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를 고르세요.

①  돌고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②  애틀랜틱	해안에서	가장	커다란	돌고래이기	때문에

③  어부들의	목숨을	구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④  그	어떤	돌고래보다	가장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⑤  약	200명의	어부들이	의존하여	도움을	받기	때문에

[Comprehension Check-up]

4  윗글의 빈칸 (a)와 (c)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5  윗글의 밑줄 친 (b)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

[Writing Check-up]

learn
in

g
 m

aterialsT / F

T / F

T / F

T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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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

Most children have some idea of what they want to be in the future, but as 

time goes, when they become teens, what was once a fun idea begins to become 

a big burden. In particular, it is when high school students start to focus on their 

post-graduation plans, including career planning. Fortunately, career planning while 

still in school does not have to be difficult. If you’ve already started thinking about 

what you’d like to do after school, it is a good start for a leap. (a) , if you would 

like to start (b)  but aren’t sure what you’d like to do, then think 

about some of these factors:

• What are you interested in? Focusing on your interests will help you move 

in the right direction for a career, and choosing a way where your interests are 

already in will keep you happier in the long run.  

• Do you have any special talents? Do you have a keen ear for musical pitch? Are 

you good at arranging books in the order? Special talents and gifts can lead you 

to the right career path. 

• Have you thought about your characteristics? How are you focused, inwardly 

or outwardly? In other words, are you always concerned for others and their 

well-being? Or, (c) , do you instinctively know that in order to take care of 

others, you need to be at your healthiest? 

Answering these questions will help 

you determine if you’d rather work with 

a large group or with a smaller one. You’ll 

also see (d)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post-graduation 졸업 후     *leap 도약

Tips for Starting 
Career Planning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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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서 진로 계획을 위한 조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①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라.

②  자신의	특기를	살려라.

③  자신이	경험해	본	일을	택하라.

④  자신의	성격을	고려하라.

⑤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진로를	결정하라.	

2  윗글의 빈칸 (a)와 (c)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①  by the way
②  on the other hand
③  for example
④  as a result
⑤  therefore

[Comprehension Check-up]

4  윗글의 빈칸 (b)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5  윗글의 (d)와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재배열하세요.

  (like, or, work, helping, alone, to, focus, on, whether, you’d, others)

[Writing Check-up]

learn
in

g
 m

aterials

3  윗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을 때, 빈칸 (A)와 (B)에 적절한 말을 고르세요.

When you start , don’t worry about how to do it. If you consider your 

interests, talents, and characteristics, it will be much .

(A)  (B)
①  future ....... easy
②  career planning ....... easier
③  graduation ....... difficult
④  leap ....... more difficult
⑤  career ....... healthi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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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시험이다.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영어 듣기 실력을 진단하

고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의 각기 다

른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소

개하고자 한다.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유형 분석 

다음 시험 일정을 알고 대비하자! 

[26쪽 듣기 평가 정답]

1. ④   2. ②   3. ③   4. ②   5. ②   6. ④

[27쪽 Dictation 정답] 

1. use, many, watch, play, talk, need, wisely

2. see, blanket, like, has, anything, under, find 

3. weather, rain, continue, showers, long, cloudy, Snow 

4. help, put, left, about, right, right, problem, need, tonight 

5. may, for, new, kind, digital, read, design, round, square, square, time, take  

6. come, because, take, food, really, glad, favorite, looks, name, allowed, know, order, have, time

2018년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제 2회) 일정

중 1  9월 11일(화)

중 2 9월 12일(수)

중 3 9월 13일(목)

문제 유형을 알아보자!

그림 정보(사물, 날씨, 상황) 실용문 정보 파악 주제 및 속담 파악 전화 목적 파악

의도 추론 어색한 대화 찾기 내용 일치 파악 할 일 찾기

숫자(시간, 금액) 이유 파악 장소 추론 관계 추론

심정 추론 언급 및 비언급 파악 특정 정보 파악
알맞은 응답 및 

상황에 맞는 말 찾기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EBS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에서 동시에 송출 및 진행함.

시험 시간은 언제인가?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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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 1 2017년 9월 기출 문제]

① ② ③ ④ ⑤

M:  Many people use this every day. You can do 
many things with this. You can watch video 
clips, take pictures, and play games on this. We 
can talk on this. Some people use this too much. 
We need to use this wisely.

M:	 	많은	사람들은	매일	이것을	사용한다.	당신은	이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찍
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이것
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사물 묘사의 경우 특정 사물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제공된다. 이때, 그림을 먼저 빠르게 살핀 후, 각 사물의 특징을 생각하여 문제

를 풀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과 함께 각 그림의 용도에 대해 간략히 대화를 나눈 후, 문제를 풀어 보도록 제공해 보자. 

Part	1.	

그림 정보 유형

이 유형은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하는 표현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

르는 형태의 문항이다. 비슷한 그림들이 선택지로 나오므로 잘 듣고 

그림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대화의 앞부분에 정

답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

종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사물	묘사A

M:  Good evening! Here is today’s world weather 
report. Today in Seoul, the rain is expected to 
continue from last night. In New York, there 
will be showers and thunderstorms all day long. 
The forecast for Paris is mostly cloudy. Snow is 
expected for London. Thank you very much.

M:	 	안녕하세요!	오늘의	세계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지난밤부터	내린	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뉴욕은	소나
기와	뇌우가	종일	있을	예정입니다.	파리는	대부분	흐리
겠습니다.	런던은	눈이	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날씨 묘사의 경우 설명하는 지역, 날씨, 시간 등의 정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날씨를 빠르게 살핀 후, 그

에 알맞은 형용사 및 동사 표현을 떠올리면 듣기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된다. 학생들과 함께 각 날씨별 표현을 익히고 위 문제를 풀

어 보며 복습해 보도록 하자. 

  다음을 듣고, 예상되는 런던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 2 2017년 9월 기출 문제]

① ② ③ ④ ⑤

날씨	묘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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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그림 정보’																 학년				 반				이름:	

1  다음을 듣고, ‘this’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설명하는 담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을 듣고, 예상되는 런던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4  대화를 듣고, 테이블 매트 위의 물건 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시계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① ② ③ ④ ⑤

2017년 9월 기출

기출문제 음원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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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Many people  this every day. You 

can do  things with this. You can 

 video clips, take pictures, and 

 games on this. We can  

on this. Some people use this too much. 

We  to use this .

2 W:  Dad, did you  my ?  

I can’t find it.

 M: What does it look  , Amy?

 W: It  a dog on it.

 M: Does it have  else? 

 W: It also has my name  the dog. 

 M: Okay. Let’s  it together.

3 M:  Good evening! Here is today’s world 

 report.  Today in Seoul,  the 

 is expected to  from last 

night. In New York, there will be  

and thunderstorms all day . 

The forecast for Paris is mostly .  

 is expected for London. Thank 

you very much.

4 M: Mom. Can I  you set the table?

 W:  Sure, Jake! Could you  the dish on 

the  side of the mat?

 M: Okay! What  the spoon?

 W: You can put it to the  of the dish. 

 M: What about the fork, then?

 W: Put it to the  of the spoon.

 M:  No . Do we also  the 

knife?

 W: No, we won’t need it .

5 M: How  I help you?

 W:  I’m looking  a clock for my  

house.

 M: Is there any  that you like?

 W:  I’d like to have a  one. It’s easier 

for my kids to . 

 M:  Right. Do you have any  in mind? 

We have  ones and  ones. 

 W:  I’d like a  one.

 M: The one with  and date?

 W: Right. I’ll  it.

6 W: Number one.

 M:  Why didn’t you  to the food  

festival?

 W:  I couldn’t  I had to  care 

of my sick cat.

 W: Number two.

 M: The  here is  good.

 W:  I ’m  you l ike i t .  This  is  my 

 place.

 W: Number three.

 M:  Your cat  so cute. What’s his 

name?

 W: Thanks. His  is Nabi.

 W: Number four.

 M: Sorry, but dogs are not  here.

 W: Oh, I’m sorry. I didn’t  that.

 W: Number five.

 M: Are you ready to  now?

 W:  Not  yet .  Can I   some more 

 , please?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Dictation’															 학년				 반				이름: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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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시작 

최근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 당국과 

학부모, 학생 등 관련 주체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일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논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학습 금지 논

란,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실시 논란 등이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영어 선생님에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단연 수능 영어 시험을 절대

평가로 전환한 점일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작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여기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접어 

두고, 이것이 언어 평가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한 평가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준거지향평가(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test)이고, 다른 하나는 규준지향평가(norm-referenced 

assessment/test)이다. 준거지향평가는 우리가 흔히 일컫

는 절대평가이고, 규준지향평가는 상대평가이다.

그동안 영어를 비롯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상대평가를 

유지해 왔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으뜸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글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박준언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평가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special 
focus

수능 영어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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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이 되는 이유는 시험 실시와 학생들 간의 변별력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비교육적 문제들이 발

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정해진 성취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평가 원리 관점에서 수능 영어의 현주소는? 

그렇다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언어 평가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수능 영어 시험은 고등학교 공통영어 과

목을 이수한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를 실시할 때 따

라야 할 기준들은 영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 기준일 것

이다. 이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평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육과

정에는 수능 영어 시험의 평가 기준이 되는 영어의 네 가

지 기능별 성취 수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네 가지 성취 수

준 중 듣기(listening) 기능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듣기 기능의 성취 기준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

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

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내

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

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

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공통영어 교육과정에 언어 기능별 성취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기준들을 기술하는 표현들이 ‘친숙한’, 

‘일반적’ 등으로 모호하고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절대평가의 기초가 되는 성취 기준들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수

능 영어 절대평가는 평가의 기본 요소인 타당성(validity)

과 신뢰성(reliability)이 빠져 있다. 이처럼 평가 기준의 구

체성이 결여된 절대평가는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기존의 

상대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

언어 기능별 평가 기준의 구체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의 절대평가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기능별 성

취 기준들을 이에 맞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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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자료로서 미국의 외국어교육협회인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ACTFL)의 Proficiency 

Guidelines1)와 유럽연합의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2)를 들 수 있다.

이 두 기관의 평가 기준들 중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평가 기준들

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듣기 평가 기준의 예를 확인해 

보자.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평가 기준들은 언어 기능별로 초보 단

계(novice)부터 최고 단계(distinguished)까지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급

(intermediate) 수준 내의 단계별 듣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 – LISTENING
INTERMEDIATE

At the Intermediate level, listeners can understand information conveyed 

in simple, sentence-length speech on familiar or everyday topics. They are 

generally able to comprehend one utterance at a time while engaged in face-to-

face conversations or in routine listening tasks such as understanding highly 

contextualized messages, straightforward announcements, or simple instructions 

and directions. Listeners rely heavily on redundancy, restatement, paraphrasing, 

and contextual clues. 

Intermediate-level listeners understand speech that conveys basic information. 

This speech is simple, minimally connected, and contains high-frequency 

vocabulary.

Intermediate-level listeners are most accurate in their comprehension when 

getting meaning from simple, straightforward speech. They are able to 

comprehend messages found in highly familiar everyday contexts. Intermediate 

listeners require a controlled listening environment where they hear what they 

may expect to hear. 

이처럼 언어 기능별로 수준별 평가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언어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능 영어 시험 절대평가 제도를 

앞으로도 지속하고자 한다면 ACTFL Proficiency Guidelines나 CEFR처럼 평가의 기준

이 되는 언어 기능별 성취 기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해서 이 기준에 맞춰 영어 선

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 또한 이 기준들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즉,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가 절대평가의 기초 원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면 이 제

도는 향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2).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
2)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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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표현적 언어 기능의 평가 방법 강구해야

수능 영어 시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평가되는 언어 기능들 중 말하

기(speaking)와 쓰기(writing)의 표현적 언어 기능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간접적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읽기, 듣기의 수용적(receptive) 언어 기능과 

말하기, 쓰기의 표현적(productive) 언어 기능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쓰기를 직접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 대한 기

술적 한계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이들 표현 기능들을 간접적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표현적 기능들을 제대로 연마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나는 수능 

영어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상대 또는 절대평가 여부 문제보다 말하기, 쓰기의 표

현적 기능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영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 수능 영어의 진정한 전환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 수학 능력 영어 시험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근본

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능 영어 평가의 근본 문제는 상대 또

는 절대평가 여부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4기능 중 표현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

하는 것이다. 절대평가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평가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초를 무시한 처방은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ack to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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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Teaching Strategies

5 Strategies 
to Help Students Remember What They Learn

I f  you studied a  foreign language in 

high school or college, can you still carry on a 

conversation — or write a simple sentence — in 

that language? What about your advanced 

mathematical skills? Do you think you’d be able 

to solve a problem you may have considered easy 

back when you took Algebra II or Calculus? For 

many of u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ould 

be an emphatic “no.” And that’s not necessarily 

surprising if several years(or decades) have 

passed since we were students. What is more 

surprising is how common it is for current school 

kids to learn a concept or fact in class early in the week and completely forget it by the end 

of the week, or the end of the day.

Strategies to Increase Learning Recall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e Neuron study, one key to helping students retain 

lessons is to employ strategies to help them form synaptic connections — linking new 

lessons to existing memories to create a web of connections. Each connection is a strand in 

the web, and the more strands there are, the stronger the web. Here are five concrete ways 

teachers and parents can help boost learning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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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Learningliftoff, 2018.1.8, https://www.learningliftoff.com

Assign students frequent practice tests or quizzes.  

When students are given tests or quizzes that they’re not 

graded on, they’re able to review material in a low-stress 

environment (stress can undermine memory retention.)

Combine visual and verbal lessons. Learning 

to use multiple senses helps increase retention. 

Showing students visual aids while teaching a 

lesson verbally helps to illustrate and cement 

the message for students.
Help students to develop memory “cues.” 

Examples include acronyms like “Roy G. 

Biv”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to remember the colors of the rainbow. 

Another way to “cue” memories is to create 

memory-boosting songs about lessons.

Encourage students to make lesson 

review the last thing they do before 

bedtime. Research shows the 

information circulates in the mind 

during sleep, bolstering retention.

Include constructive comments on graded 

assignments or tests. Each comment becomes 

another synaptic connection enforcing the 

“memory web” for a given concept or fact.

1
2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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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the Way 
You Are

by
Bruno Mars

Trend 
    Fun

Pop Song

[정답]
Q1.	No.	/	Bruno	Mars의	본명은	Peter	Gene	Hernandez(피터	진	허낸데즈)이다.	Bruno는	레슬링	선수와	닮았다고	하여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이다.	
Q2.	Yes.	/	아버지는	타악기	연주가이고	어머니는	가수이다.	

Q1. Bruno Mars는 본명이다.   Yes. / No.

Q2. Bruno Mars의 부모님은 모두 음악가이다.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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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her ,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오, 그녀의 눈, 그녀의 눈은 하늘의 별보다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요. 

Her hair,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버려 두어도 완벽하게 흘러내려요.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그녀는 정말 아름답고 나는 그녀에게 매일 말해요. 

Yeah, I know, I know  I compliment 
나는 알아요, 알아요, 내가 그녀를 칭찬할 때 

she won’t  me
그녀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And it’s so, it’s so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그리고 그건 정말, 정말로 안타까워요. 내가 보는 걸 그녀는 보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
하지만 그녀가 “나 괜찮아 보여요?”라고 물을 때마다 

I say
나는 말하죠. 

 I see your ,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때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거기엔 단 한 가지도 바꾸고 싶은 게 없어요.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멋지니까요.

And  you ,
그리고 당신이 미소 지을 때

the whole world stops and stares for a while
온 세상이 멈춰서 당신을 잠시 바라봐요. 

’cause girl you’re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멋지니까요.

just the way you are Yeah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 말이에요. 

learn
in

g
 m

aterials

Pop Song 'Dictation'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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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ake a Break 

The most certain way to succeed is  

always to try just one more time!
- Albert Einstein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A Famous Saying 

Fun Riddles 

수수께끼는	언제나	재미있다.	교사가	먼저	풀어	보고	자투리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자.	수업	시작	전	칠판에	써	두고	미리	풀

어보게	하는	것도	좋다.	엉뚱하고	재미있는	답들이	나올	것이다.	수

수께끼를	좋아하는	학급이라면	학생들에게	수수께끼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확장	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1.	What has teeth but cannot eat? 

	2.	What wears a cap but has no head? 

	3.	What kind of table is good for you to eat?

	4.		I fly without wings and cry without eyes. 
What am I? 

Laugh Out Loud 

Teacher: How was the test?

Student: It was easy but question 5 confused me.

Teacher: What was the question?

Student:  I had to write the past tense of “think.” 

   I thought and thought and thought about it, 

   and ended up with writing “thinked.”

When you first 
started teaching,

And now ...

FUN RIDDLES 정답: 1. comb   2. bottle   3. vegetable   4.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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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What’s New

워라밸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

인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

이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표현

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

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말로 처

음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직장을 선택하

는 기준으로 업무 내용과 연봉을 중요시

했지만, 지금은 급여 수준보다도 여가 시

간과 주말 휴무 보장, 회사의 복지를 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8년  

2월에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멋진 말이고 추구하고 싶은 삶의 모습

이지만 왜 그게 쉽게 안 되는 것일까? 열정이 있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완벽해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삶의 행복을 찾아내

기가 쉽지 않다. 주변의 모든 것에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 했을 때, 스스로에게 수고했

다는 칭찬과 함께 소소한 선물을 함으로써 일과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이다. 해

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리스트 중간 중간에 ‘가장 소중한 나’를 넣어 보자. ‘가장 

소중한 나’에게 여유와 쉼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다.

소확행 요즘 텔레비전이나 기사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

일까?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

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집 3권(1994) ‘랑겔한스섬의 오후’라는 책에

서 처음 소개된 이 단어는 ‘갓 구운 빵을 손

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

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작은 즐거움’

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확행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좋은 집과 비싼 

차를 소유하는 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한다. 우리의 일

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 가끔 이 단어를 생각하며 나는 어떤 일에 행복을 느끼는

지, 나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유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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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ooks to Read

+	Jeff	Kinney

『윔피	키드』	시리즈로	뉴욕	타임스	100대	인물에	선정된	제프	키니는	1971년	메릴랜드에서	태어

나	90년대	초,	메릴랜드	대학을	다녔다.	그는	대학	신문에서	‘이그도프’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

하며	만화가가	될	결심을	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그가	신문에	연재한	만화는	그다지	성공을	거

두지	못했다.	1998년에	『윔피	키드』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책으로	출간할	계획

을	세웠다.	제프는	6년	동안	이	만화	소설을	집필하다가	펀브레인	홈페이지(Funbrain.com)에	매

일	1회씩	게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윔피	키드』의	온라인	버전은	5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

를	기록하고	있다.	-yes24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중학생인 주인공 Greg의 학교와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일기 형식

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책이다.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일상용어들을 사용하고 만화와 글이 함

께 있어 독서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교보문고

A Book for You

책 소개

『성공하는 교사들의 9가지 습관』은 급속하게 변화는 21세기에 자기계발과 대인관계 기술의 향

상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

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개인적 및 직업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	Jacquie	Turnbull

저자는	중등학교	교사와	직업	및	삶의	기술(life	skills)	영역의	전문	훈련가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	교사의	개인적인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관심을	쏟으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하였

다.	1999년	웨일즈	주의회	정부의	‘교원	자격증	발급	및	등록	담당	부서(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Wales:	GTC)’의	위원으로	지명되었으며,	2006년부터	부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2011년에는	그녀가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	중	5등급인	MBE(Memb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를	수여받았으며,	현재는	ACCENDE라는	기업체에서	전문직	종사

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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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ld	Dahl

1916년	10월	3일에	영국	사우스	웨일스의	릴란도프에서	태어나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렙턴	스

쿨을	다녔다.	그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등의	책을	통해서	현대	동화

에서	‘가장	대담하고,	신나고,	뻔뻔스럽고,	재미있는	어린이책’을	만든	작가라는	평을	얻었다.	지금

도	유럽과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매우	높

다.	-yes24

책 소개

책 읽기를 좋아하며 14 곱하기 19를 단 1초에 계산하는 천재 마틸다. 마틸다는 아빠의 구박에 

못 이겨 아빠를 골탕먹이기 위해 초강력 접착제 소동을 벌이고, 유령 소동, 머리 염색 소동 등

을 벌인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데, 진짜 소동은 마틸다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시

작된다. 통통 튀는 마틸다의 기발하고 신나는 소동 이야기! -yes24

+	Suzanne	Collins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극과	통신학을	공부한	뒤,	1991년	어린이	TV쇼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빼어난	문장과	특유의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작품	활동에	전념	중이다.	현재	미국	코네티컷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yes24

책 소개

폐허가 된 북미 대륙에 독재 국가 ‘판엠’이 건설된다. 판엠의 중심부에는 ‘캐피톨’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있고, 모든 부(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주변 구역은 캐피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

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로부터 시작된 판엠의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헝

거 게임’이다. 헝거 게임은 해마다 12개 구역에서 각기 두 명씩의 십대 소년 소녀를 추첨으로 뽑

은 후,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는 게임이다. 또 이 모든 과정은, 24시간 리얼리티 

TV쇼로 생중계된다. 마침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기장’에 던져지는 스물 네 명의 십대

들.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 이제 오직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가려내기 위한 치열한 게임

이 시작된다!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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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LEVEL 1  18~19쪽

해석

팔월제	혹은	주로	중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중국의	큰	명절	중	하

나이다.	그	날은	음력으로	8월	15일에	열린다.	가족들은	성대한	잔치

를	여는데,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과	달리	중국

인들은	월병을	먹는다.	(A)	감사의	표시로	친구들과	친척들은	서로에

게	월병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a)	이	날은	연인들이	낭만적인	만남

을	갖기에	완벽한	날이기도	하다.	(B)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작가들

은	이	특별한	밤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들이	서로를	찾아간다

는	내용의	시나	이야기를	써	왔다.	(C)	팔월제를	종종	여성의	명절이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달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D)	서구인들이	태양을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극동	지역

의	민족들은	달을	동경한다.	(E)	달에	가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의	꿈이었다.	동양에서	달은	‘음’,	또는	여성의	원리를	뜻한다.	그래서	

(b)	많은	고대	팔월제	민간	설화들이	달	처녀에	관한	것이다.	이	신비

로운	날에	달에	사는	여인에게	소원을	비는	아이들은	꿈을	이루게	된

다는	오랜	신화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글 읽고 답하기

	 | 정답 |	⑤	

	 	①에	대한	답은	It	is	held	on	the	15th	~.에	나타나	있고,	②에	대한	

답은	Families	have	a	big	feast,	~.에	나타나	있으며,	③에	대한	답

은	While	Westerners	recognize	the	sun	for	its	power,	~.에서	알	

수	있다.	④에	대한	답은	In	the	East,	the	moon	means	the	‘yin’	or	

female	principle.에	나와	있다.	⑤에	대한	답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2 어색한 문장 고르기

	 | 정답 |	⑤		

	 	글의	주요한	내용이	팔월제와	관련된	것인데,	⑤만	사람들이	달에	

가고	싶어	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흐름에	어색하다.

3 표에 들어갈 말 찾기

	 | 정답 |	④		

	 	첫	번째	칸은	팔월제의	다른	이름을	묻고	있으므로	(F)는	Mid-

Autumn이며,	두	번째	칸은	중국인들이	팔월제에	먹는	것을	묻고	

있으므로	(G)는	mooncakes이며,	세	번째	칸은	달이	상징하는	바

를	묻고	있으므로	(H)는	beauty가	알맞다.

4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 찾기

	 	| 정답 |	the August Moon Festival(Mid-Autumn Festival)	

	 	밑줄	친	(a)가	가리키는	것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팔월제이다.

5 단어 재배열하기

	 	| 정답 |	many	ancient	August	Moon	Folktales	are	about	

a	moon	maiden

LEVEL 2  20~21쪽

해석

브라질의	애틀랜틱	해안에	위치한	라구나	마을에서는	15년이	넘도

록	돌고래들이	지역	어부들의	어획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돌고래들

은	어부들이	있는	얕은	물	쪽으로	숭어를	몰아주고,	그러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	돌고래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수면

에	그들의	머리나	꼬리를	부딪치면서	어부들에게	(a)	언제	그들의	그

물을	던져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돌고래들은	어부를	돕기	위해서	(b)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확실히	더	

많은	물고기	먹이를	얻는다.	이	협동은	인간과	돌고래	모두에게	도움

이	된다.	하지만,	오직	약	20마리	정도의	돌고래들만이	어부들과	이러

한	방식으로	협동한다.	이러한	돌고래와	인간	사이의	협의가	어떻게,	

그리고	(c)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치	사람처럼	엄

마	돌고래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	그들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학습된	

특성이라는	것만은	명확하다.	어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돌고래	두	

마리는	‘스쿠브’와	‘카로바’이다.	약	200명의	어부들은	스쿠브,	카로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의존하며	도움을	받는다.	반대로,	그들	또

한	어부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정답 및 해설

1 T / F 고르기

	 | 정답 |	(1)	F			(2)	T			(3)	T			(4)	F

	 	(1)	 	오직	20마리	정도의	돌고래들만이	어부와	협동한다.

	 	(2)	 	돌고래들은	특별한	머리치기나	꼬리치기의	방법으로	어부들

에게	언제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알려	준다.

	 	(3)	 	이러한	협동은	어부뿐만이	아니라	돌고래에게도	도움이	된다.

	 	(4)	 	돌고래의	인간과의	협업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2 제목에 들어갈 말 고르기 

	 | 정답 |	①

	 	글의	핵심	내용이	어부와	돌고래와의	협동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

련된	것이므로,	①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3 글 읽고 답하기

	 | 정답 |	⑤

	 	스쿠브와	카로바가	특별한	이유는	글의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언급

되어	있으며,	약	200명의	어부들이	의존하여	어획에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Reading +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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