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SPECIAL	FOCUS

02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프로젝트	수업				

	 RESOURCES

06	 Games & Activities   	

	 –	프로젝트	수업과	말하기	평가:	

	 	 Public	Speaking	Challenge	Project

	 –	‘The	Lion	King’과	‘Zootopia’를	활용한	

	 	 Have	Fun	with	English	Animation	

	 –	Alphabet	Category	Game

18	 Reading Plus

	 –	추가	읽기	자료

	 TREND	&	FUN

26	 Teaching Strategies

	 –	4	Strategies	to	Teach	Empathy	

	 	 for	Students	of	All	Ages

28	 Pop Song        

	 –	The	Climb	by	Miley	Cyrus

32	 Take a Break

	 –	A	Famous	Saying:	

	 	 Martin	Luther	King	Jr.	

	 –	Fun	Riddles

	 –	Laugh	Out	Loud

33	 What’s New

	 –	일(1)코노미	/	미디어셀러

34	 Good Books to Read

36	 정답 및 해설

발행처 (주)와이비엠 서울시 종로구 종로104 (종로2가)

발행일 2018년 10월 26일

발행인 이동현, 장호진

기획 · 편집 권성희, 김석희

디자인 이강수, 권대훈

대표전화 02-2000-0515

(주)와이비엠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전재,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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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수업을 버리고 활동 중심 수업 방법들을 교실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 매번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 가끔은 단순히 새로운 활동의 성공 여부나 학생 활동의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나 하는 반

성을 할 때도 있다. 영어 교사는 단지 영어 교과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에 세상에 나

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

생들이 실생활에서 영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며, 동시에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비판적

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 창의력, 협업 능력, 리더십 등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다. 

프로젝트 수업이란

먼저 프로젝트 수업이란 ‘복합적이며 실제적인 문제와 세심하게 설계된 (학습) 결과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기간의 탐구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체계적인 교수법’1)을 말한다. 즉,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

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협동 학습 능력 개발에도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교사가 현실 기반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학생 스스로가 배우게 이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　  벅 교육협회(BI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http://www.bie.org)의 PBL 정의.  

BIE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연구하고 교사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영리 교육 단체이며 PBL에 관하여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손꼽힌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프로젝트 수업

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영어 교사 최선경

special 
focus 

프로젝트 수업

PBL(Project-Based	Learning):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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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업의 장점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

화된 수업 방식이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다. 흔히 프로

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쉬어 가

는 수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프로젝트의 핵심은 프

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

게 하는 데 있다. 지식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의 목표이자 장점이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 시간 관리하기 등을 실천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생기고, 깊게 사고하는 능력

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는 경기대학교 장경원 교수팀에서 3년간 PBL 실천 학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

과이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소통 능력, 학습 동기 유발이 가능

하다는 것이 이와 같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영어 과목에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아래 표는 BIE GSPBL2)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설계 단계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구상 단계이다. 하지만, 일단 프로젝트 수업 주제가 잡히고 결과물 형태까지 

정해지고 나면 차시별 프로젝트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GSPBL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 

맞게 필자의 수업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적용 사례: 대구 소개 리플릿 만들기

영어 과목에서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실제(authentic)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고 동기 부여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영어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과

제 중 하나이다. 위에 소개된 사례는 실제 상황을 잘 살린 수업 사례이다.  ‘대구 소개 리플릿 만들기’는 국

제 교류 중인 일본 학교 학생들의 한국 방문 때 제공할 안내서를 제작하는 수업이었다. 말하자면 일본 학생

들에게 대구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 상황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인 

1조로 모둠을 구성해 1인당 2쪽씩을 맡아 총 8쪽의 영문 리플릿 만들기에 착수했다. 

2)　BIE에서 내세우는 보다 성공적이고 완벽한 PBL을 Gold Standard PBL이라고 한다.

02    03

•학습 목표:			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습을	고려하여	영어로	대구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만들	수	있다.

•결과물:			대구	소개	리플릿

•전시 방법:			리플릿으로	제작	후	일본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

•탐구 질문: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일본	국제	교류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까?

•성찰 및 수정:	프로젝트	진행	후	성찰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이	느낀	점	공유

STEP	3

기본 틀 
잡기

•여행	관련	단원,	‘대구	소개하기’라는	주제

•일본	국제	교류	학생	본교	방문

•성취 기준:	학교	생활이나	지역	사회	활동을	소재로	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STEP	2

아이디어  
구상

•중학교	1학년	대상

•5월	교생	실습	마지막	주에	실시,	지도	교사	및	교생	선생님	참관
STEP	1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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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평가는 과제 수행 계획서의 적절성(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 분담, 

자료 조사, 문제 해결책 모색 등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움.), 내용의 충실성(주제에 대한 이해

가 충분하고, 주어진 핵심 표현 이외에 자신만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내용이 매우 충실함.), 언

어 사용(어휘 및 표현이 적절하고, 완성된 문장을 사용하며 오류가 거의 없음.), 자료 제시 방법(주

제와 내용을 표현하는 자료 제시 방법이 창의적이고 명료함.),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자기 평가

를 위한 성찰 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모둠 기여도가 높다는 동료 평가를 받음.)를 기준으로 하

였다. 각 차시별 개별 활동지 작성 및 수업 참여 태도가 개

별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모둠 결과물이 훌륭하더라

도 자신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켰다. 꼭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몰입하는 경험,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능력, 주

어진 과업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체

험을 할 수 있다.

1.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친구들을	위해	‘대구	소개	리플릿’		

제작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

2.			4인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총	8면의	리플릿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모둠원과	논의

3.			리플릿에	들어갈	내용들을	활동지에	정리

문제 상황 제시 및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1
차시

1.			활동지에	기재할	내용들에	대한	자료	

조사

2.			개별적으로	조사한	내용	가운데	리플릿	

에	들어갈	내용을	영작

3.			리플릿에	기재할	사진과	글을	활동지

에	배치해	보며	리플릿	견본	만들기

1.			동료들이	준	피드백을	참고하여	리플릿을	

수정	및	보완

2.			성찰	일지	작성	및	공유

동료 평가 공유 및 수정·보완

1.					각	모둠원은	종이에	개별적

으로	2쪽의	리플릿	제작

2.					각	모둠원이	작성한	리플릿

을	색도화지에	모아	붙여	

모둠	리플릿	완성

내용 구상 및 영작 리플릿 작성 및 제작2
차시

3/4
차시

5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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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대구 소개 리플릿 만들기 수업 사례

해당 수업은 ⑴ 문제 상황 제시 및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⑵ 내용 

구상 및 영작, ⑶ 개인 리플릿(2쪽) 완성, ⑷ 전체 리플릿(8쪽) 완성, 

⑸ 동료 평가 공유 및 수정·보완의 순서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되었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행 책자들과 차별화되게 학생들의 생각을 

담게 했고 영작을 할 때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쓸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와 학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폭을 넓혔다. 또, 

영어로 리플릿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더라도 기본적

인 영어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학

생도 있는 등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이 프

로젝트 수업을 통해 제작된 ‘대구 소개 리플릿 만들기’의 결과물이 대구 관광 정보 센터에 정식으로 비

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의 힘으로 리플릿을 완성하고 인쇄물 형태로 제작한 것만으로도 좋

았는데, 이렇게 지역 사회로까지 연결되어 실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프로젝트 수업은 어렵지 않다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수업에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수업을 구상하고 일단 시도해 보기를 권유한다.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결과물이 교실을 벗어나 공개될 때 몰입도가 훨씬 높다. 선생님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수업에서 실제적인 주제 선정과 활동 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활용하여도 만족할 만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할 것

이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문제를 발견

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 주는 수업이다. 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생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꼭 한번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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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학생들은 여러 교과목의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학교마다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진행하지만, 영어 과목 평가의 핵심은 듣

기, 말하기, 쓰기 기능의 학습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기 

수행평가의 경우 1학기에는 교과서 주제에 대해 원어민 교사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2학기에는 교과서 주제에 대한 모둠별 프

로젝트를 진행한 다음, 영어로 발표하는 ‘Public Speaking Challenge’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YBM·박준

언) 8단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평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다

른 교과서 및 단원에서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들에게 유

용한 수행평가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단원의 주제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위인’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둠별로 위인들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말하기 기능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단원의 주

제, 즉 ‘I am Because We are’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모둠원들과 서

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

향으로 격려해 보자. 학생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

기도 하지만,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나면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 보

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실시 전 ]

1.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프로젝트	계획서를	모둠당	두	장씩	나누어	

준다.	한	장은	모둠	활동	기록지로,	나머지	한	장은	제출용으로	사용한다.	

2.		‘Ubuntu(나눔)’	정신을	실천한	인물들	중	모둠에서	발표할	인물을	정하게	

한다.

  예)   나이팅게일, 마틴 루터 킹, 이태석 신부, 장기려 의사 등 

3.		모둠원들이	역할을	정하게	하고	인물의	삶과	업적을	조사한	후	사진	등을	

수집해	오게	한다.				

4.		프로젝트	계획서를	발표	3일	전	제출하게	한	다음,	피드백을	주고	파워포

인트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프로젝트 실시 ]

1.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띄우고	발표하게	한다.

2.		‘슬라이드	5’에서	퀴즈를	내고	맞힌	모둠에게는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게	

한다.	

3.		모든	학생에게	성찰	일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작성하게	한다.

4.		성찰	일지	내용을	모둠별로	공유하게	한다.

How	to	Do	It	

평가

항목
내용

점수 

(5점)

과
제

완
성 

수행평가 계획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두 제출함. 2

수행평가 계획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완성되지 않음.

1

수행평가 계획서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음.

0

내
용

중요한 내용으로 잘 구성했으며 문법적 오류가 거의 
없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함.

3

중요한 내용은 있으나 내용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문법적 오류나 어색한 어휘가 다소 있으나, 내용 전달
에 큰 어려움이 없음.

2

중요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하고, 문법적 오류가 
많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휘의  
상당수가 어색함. 

1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과 분량이 매우 부족하고  
발표를 하지 못함.

0

“A life not lived for 
others is not a life.”
-Mother	Teresa

프로젝트 수업과  
말하기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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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 Public Speaking Challenge Project 계획서 예시 <

●	발표	인물	예시:	Martin	Luther	King	Jr.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발표

담당자

발표 내용

(슬라이드에 문장은 쓰지 않고 암기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1 김	◯	◯

•		Civil	Rights	 leader	Martin	Luther	King	Jr.	was	born	 in	
Atlanta,	Georgia,	in	1929.

•	King	was	*assassinated	by	James	Earl	Ray	on	April	4,	1968.		

* 암살당하다

2 박	◯	◯

•		King	experienced	racial	prejudice	early	in	life.	

•		*Segregation	was	both	 law	and	custom	in	the	South	and	
other	parts	of	America.	

•	King	struggled	against	the	segregation.

* 인종 차별

3 이	◯	◯

•		In	 1963,	 from	 the	 steps	 of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he	delivered	the	‘I	Have	a	Dream’	speech,	
which	boosted	public	support	for	civil	rights.

•		At	last,	in	1964,	Congress	passed	the	Civil	Rights	Act.	

4 송	◯	◯

•		Each	year	on	the	third	Monday	of	January,	schools,	federal	
offices,	and	banks	across	America	close	as	they	celebrate	the	
birth,	the	life,	and	the	dream	of	Martin	Luther	King	Jr.	

•		It	 is	a	time	for	the	nation	to	remember	the	injustices	that	
King	fought.	

•		It	is	a	time	to	remember	his	fight	for	the	freedom,	equality,	
and	dignity	of	all	races.	

5
퀴즈를	슬라이드에	쓰고,	

정답은	따로	메모해	둔다.	
한	◯	◯

1.	 Which	city	was	Martin	Luther	King,	Jr.	born?

2.	 		In	 1963,	Martin	Luther	King	Jr.	gave	his	 famous	speech.	
What	was	it	called?	

3.	When	is	Martin	Luther	King	Jr.	Day?	

	 *	정답:	 1.	 Atlanta		

	 	 2.	 I	Have	a	Dream

	 	 3.	 the	third	Monday	of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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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Speaking Challenge Project 계획서 <

1.	 발표	시간은	모둠당	3~4분입니다.	

2.	모둠원들이	골고루	역할을	분담하고	모두	발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슬라이드에는	그림이나	도표,	핵심	단어만	기재하고	내용은	암기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4.	‘슬라이드	5’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퀴즈	3~4개를	기재합니다.

Group Number Group Members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발표

담당자
발표 내용

1

2

3

4

5

역할 담당 학생 역할 담당 학생

자료 조사 대본 작성

파워포인트 제작 퀴즈 작성

발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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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제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습니까? 

2. 이 과제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인물 한 명을 선정한 다음, 선정 이유와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배울 점 등을 써 봅시다. 

4. 이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모둠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 Public Speaking Challenge Project 성찰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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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으로 배우는 영어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고, 한 학기 동안 대체로 17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이때 영어 관련 프

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고안한다. 그러나 교과서처럼 주어진 교

육과정도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수업안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선생님

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 매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소재이다.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서는 45분의 수업 시간을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좋

다. 이에 따라 20분 정도는 영상 시청에 할애하고 25분 정도는 학습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와 같은 운영은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는 데 적합하다. 또, 25분간 학습할 내용을 과

하지 않게 조절하고 핵심 어휘 및 표현을 선정하여 반복하는 형태의 활동을 추천한다. 

‘Animation으로 배우는 영어’는 영화를 통해 영어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

업 계획은 한 학기 17차시에 어떤 영상을 다룰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로 애니메이

션 ‘The Lion King’과 ‘Zootopia’를 활용한 활동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LION
KING

THE

English Animation
Have Fun with

1.	 		‘The	Lion	King’	영상을	20분	동안	보여	준다.

2.			‘워크시트	1’을	학생당	한	장씩	나누어	주고	풀게	한	다음,	짝과	함께	답을	맞히게	

한다.	

3.			‘워크시트	2’를	학생당	한	장씩	나누어	준	다음,	문제를	풀어	보게	한다.

4.			‘워크시트	2’의	4번은	짝과	함께	역할극을	연습하게	한다.

5.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발표하게	한다.	

How	to	Do	It

1.  (1) 공평한 (2) 공포 (3)도전 (4) 깨어난  

(5) 경멸하다 (6) 존재하다 (7) 생명체  

(8) ~할 필요가 있다 (9) 존중하다  

(10) 기어 다니는 (11) 들소 (12) 연결된

2. (1) Life is not fair! (인생은 불공평해!)

 (2) Is that a challenge? (도전하겠다는 거니?)

 (3)   Your son is awake.  

(당신 아들이 깨어났어요.)

 (4) Guess what! (맞혀 봐!)

 (5)   I despise a guessing game. 

(나는 guessing game을 경멸해.) 

3. (1) You run along now and have fun.

 (2) You’re messing up my mane.

 (3) I just can’t wait to be a king.

4. Mufasa: Everything you see exists together. 

As a king, you need to understand that 

balance and respect all the creatures 

from the crawling ant to the leaping 

antelope.

 Simba: But Dad, don’t we eat the antelope?

 Mufasa: Yes, Simba, but let me explain. 

When we die, our bodies become the 

grass, and the antelope eat the grass. 

And so we are all connected in the 

great circle of life.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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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umber	 											Name	

Movie Title THE[LION[KING [처음	~	17분	50초]

줄거리

사자	Mufasa가	다스리는	Pride	Land에	Simba라는	후계자가	태어나고	Mufasa의	동생	Scar는	Simba의	탄생으로	

왕의	서열에서	멀어진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Scar는	Simba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Simba를	위험에	빠뜨릴	기회를	

만들게	되는데	....

1. Write the words and their meanings.

단어·표현
의미

한 번씩 쓰기

(1)
fair	

(2)
fear

(3)
challenge

(4)
awake

(5)
despise

(6)
exist

단어·표현
의미

한 번씩 쓰기

(7)
creature

(8)
need	to

(9)
respect

(10)
crawling

(11)
antelope

(12)
connected

2. Fill in the blanks using the words below.

(1)	Life	is	not	 !	(인생은 불공평해!)

(2)	 Is	that	a	 ?	(도전하겠다는 거니?)

(3)	Your	son	is	 .	(당신 아들이 깨어났어요.)

(4)	 	what!	(맞혀 봐!)

(5)	 I	 	a	guessing	game.	(나는 guessing game을 경멸해.)

awake					fair					guess					despise					challenge	

> The Lion King <[Workshe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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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scramble the words.

(1)	 이제	뛰어나가	놀아라.	

	 You	/	have	fun	/	and	/	run	along	now			

	 →	 .

(2)	당신은	제	갈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my	mane	/	You’re	/	messing	up

	 →	 .

(3)	나는	어서	빨리	왕이	되고	싶어.

	 just	can’t	wait	/	to	be	a	king	/	I		

	 →	 .

> The Lion King <

4. Fill in the blanks with the right words.

connected								crawling								exists								become								need								respect								eat								explain

But Dad, don’t we  the antelope?   

하지만, 아빠, 우린 들소를 먹지 않나요? 

Yes, Simba, but let me . When we die, our bodies 

 the grass, and the antelope eat the grass. And so we are 

all  in the great circle of life.   

Simba, 아빠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풀이 된단다. 그리고 들소는 그 풀을 먹지.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인생의 커다란 순환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Everything you see  together. As a king, you  to 

understand that balance and  all the creatures from  

the  ant to the leaping antelope.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한단다. 왕으로서 너는 그 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모든 생명체, 기어 다니는 개미부터 뛰어다니는 들소까지 모두 존중해야 하지.  

[Workshe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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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2.		모둠원들과	논의하여	철자에	자신	있는	학생을	writer로	정하고,	나머지	모둠원은	1~5번까지	순서를	

정한다.	

3.		1번	학생은	교탁으로	달려가	(1)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암기한	다음,	모둠으로	돌아와서	writer에게	

문장을	말해	준다.

4.		writer는	1번	학생이	암기해서	말해	주는	표현을	빈칸에	쓴다.

5.		교사의	신호에	따라서	두	번째	학생이	(2)번,	세	번째	학생이	(3)번,	4번째	학생이	(4)번,	다섯	번째	

학생이	(5)번	표현을	암기해서	writer에게	말해	준다.

6.		워크시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한	모둠이	이긴다.	

Zootopia  is  a  uniqu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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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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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topia <

●	다음	워크시트를	교탁에	붙여	놓고	활동을	시작한다.

How	to	Do	It	

[Worksheet 1]

	

It’s	a	(1)	crazy,	beautiful,	diverse	city	

where	we	celebrate	our	differences.

This	is	(2)	not	the	Zootopia	I	know.	

The	Zootopia	(3)	I	know	is	better	than	this.

We	don’t	just	blindly	assign	blame.

We	don’t	know	(4)	why	these	attacks	keep	happening.

But	it	is	irresponsible	to	label	all	predators	as	savages.

We	(5)	cannot	let	fear	divide	us.	

Please	give	me	back	the	Zootopia	I	love.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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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a	(1)

where	we	celebrate	our	differences.

This	is	(2) .	

The	Zootopia	(3) .	

We	don’t	just	blindly	assign	blame.			

We	don’t	know	(4) .

But	it	is	irresponsible	to	label	all	predators	as	savages.	

We	(5) .	

Please	give	me	back	the	Zootopia	I	love.

Zootopia  is  a  unique  place 

> Zootopia <[Workshe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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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 
  CAT EGORY 
    GAME

Resources  Games & Activities

반복되는 교과서 수업에 지쳐 갈 즈음, 또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다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중심 수업, Alphabet Category Game을 추천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

기 어려워하는 학생일지라도 머리를 짜내야 하는 Alphabet Category Game에서는 해당되는 

단어를 생각해 내야 하므로 지루해 할 틈이 없다. 또, 교실에서는 지정된 곳에 앉아야 하기 때문

에 친하거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수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이번 활동은 가장 호흡

이 잘 맞는 친구와 함께 해야 하니까 환상의 짝을 찾아서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교실이 

활기를 띤다. 소극적이어서 짝을 구하지 못한 친구는 교사가 활동할 친구들을 지정해 주어 조율

하면 된다. 

교사가 워크시트 한 장에 10분 정도 시간을 주거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서 교과서 수업

과 병행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다.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각 항목

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야 하므로 두 학생

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협

동심도 기르게 된다. 적극적인 학생들 틈에

서 빛을 보지 못했던 소극적이지만 창의성

이 뛰어난 학생들도 발견할 수 있다. 

1.	 	가장	호흡이	잘	맞는	학생과	모둠을	구성하게	한다.	(4인	1모둠도	가능하다.)	

2.	워크시트를	2명당	1장씩	배부한다.

3.			학생들이	써야	할	알파벳을	2개씩	지정해	준다.

4.		학생들은	각	항목에	교사가	제시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2개씩	쓴다.

5.			게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칠판에	1번의	alphabet	category를	쓰고,	학생들이	말해	주는	단어들을	쓴다.	

예)	1.	Your	favorite	food:	pizza,	egg	sandwiches,	~	

6.	다	함께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보고	가장	재미있고	창의적인	단어를	선정한다.

7.	워크시트의	나머지	번호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한다.

How	to	Do	It	

14    15

매거진 11월-중등(1026).indd   15 2018. 10. 26.   오후 2:18



● Write two words in each category using the letters.:  , 

1.	 Your	favorite	food:	

2.	 Famous	singer:	

3.	 Movie	title:	

4.	 Adjective(형용사):	

5.	 Something	in	your	backpack:	

6.	 Something	that	you	learn	at	school:	

7.	 Something	that	you	buy	at	the	market:	

8.	 Something	that	hurts:	

9.	 Something	that	you	do	in	your	free	time:	

10.	Something	that	you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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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bet Category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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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two words in each category using the letters.:  , 

1.	 Animal:	

2.	 Place:	

3.	 Color:	

4.	 Something	that	you	eat:	

5.	 Famous	actor/actress:	

6.	 Things	inside	your	house:	

7.	 Something	hot:	

8.	 Something	cold:	

9.	 Cartoon	heroes:	

10.	Something	boring:	

lear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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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rials

> Alphabet Category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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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읽기 학습을 재미있는 활동과 연결시켜 보자. 학생들이 중

심이 되어 활동을 하다 보면 영어 지문에 자연스럽게 빠

져들게 할 수 있다. Reading Plus 코너에서는 지문의 주

제나 내용에 알맞은 활동을 제시한다. 읽기 수업 전, 도중, 

혹은 후에 10분 정도 할애하여 학생 중심 활동을 진행해 

보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

게 지문은 Level 1부터 Level 3의 수준으로 각 2개씩 제

시한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소재와 이에 적합한 

사진 자료까지 함께 제공하여, 영어 읽기 수업을 더욱 풍

성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연계 활동   ‘Black Friday’를 타이포셔너리(typotionary)로 만들기

지문을 읽은 다음 짝 및 모둠별 활동으로 타이포셔너리(typotionary)를 

만들어 보자. 타이포셔너리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와 딕셔너리

(dictionary)를 합성한 말이다. 이는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시각화하거나 

의도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학생들과 함께 ‘Black Friday’의 의미를 사용하

여 타이포셔너리를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을 해 보자.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는 무슨 날일까?”
LEVEL

1-1

Reading 
Plus

연계 활동   Graphic Organizer로 김연아 선수의 성장 과정 정리하기

지문을 읽은 다음, 짝과 함께 김연아 선수의 성장 과정을 구조도로 그려 보자. 

시간 순서에 따라 혹은 중요한 성취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도를 구상해 보며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도 짝과 함께 

조사하여 추가로 덧붙여 볼 수 있다. 구조도를 발표하여 자신의 구조도와 친구

들의 구조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 보자.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피겨 여왕이 되었을까?”
LEVEL

1-2

• YBM 중 1 영어(박준언) 8과 확장 리딩

재미있게 활동하며 읽는 방법! 
영어 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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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활동   ‘Chess on Ice’의 뜻 추론하기

지문을 읽기 전 칠판에 ‘Chess on Ice’를 적어 보자. 학생들에게 각자 ‘Chess 

on Ice’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한 다음, 운동 종목 ‘컬링’과의 연관

성을 찾아보게 하자. 학생들과 함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의미를 추론하며  

지문을 읽게 하면, 추론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며 읽게 되므로 더 적극적으

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컬링을 왜 ‘얼음 위의 체스’라고 부르는 걸까?”
LEVEL

2-1

연계 활동   24절기 포스터 만들기 

지문을 읽으며 24절기와 입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어 24절기 포스터를 만들게 해 보자. 지문에 제시된 입춘 정보를 토

대로 각 절기의 의미, 시기,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모둠

별로 서로 다른 절기를 정해 준 다음, 포스터를 완성하게 한다. 교실 벽에 포스터

를 붙여 학생들이 24절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우리나라에는 24개의 계절이 있다!”
LEVEL

3-1

연계 활동   지문에 적합한 제목 만들기 

지문을 읽은 다음, 짝과 함께 제목을 만들어 보자. 새로운 문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지문에서 적합한 표현을 뽑아서 제목으로 사용해도 된

다. 제목은 지문의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표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

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짝과 제목을 만든 다음, 모둠별로 제목을 발표하게 하자.  

“두둑! 손가락 관절을 꺾는 행동은 건강에 해로울까?”
LEVEL

2-2

연계 활동   KWL Chart 완성하기  

‘KWL Chart’를 활용해 보자. ‘KWL Chart’의 ‘K’는 ‘Know’의 약자로 

학생들이 주제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W’는 ‘Want to know’

의 약자로 지문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L’은 ‘Learned’의 약자로  

지문을 읽은 다음 배운 정보를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차트를 완성해 

가며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에 대해 알아보자!”
LEVEL

3-2

• YBM 중 1 영어(박준언) 7과 확장 리딩

• YBM 중 1 영어(송미정) 8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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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축하하는	기념일이다.	

②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다.

③  가족이	모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낸다.

④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금식한다.

⑤  많은	학교	및	직장에서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금요일까지	쉰다.

2 다음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상점에 붙은 문구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Black Friday Sale in Stores & Online 
②  The Biggest Shopping Season Begins Now!
③  Up to 90% Off!
④  Buy Christmas Gifts Here!
⑤  Open at 11:00 a.m.(later than usual)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During the harvest season, people all 

around the world feel thankful for having 

enough food to eat.  Just l ike Chuseok 

of Korea, the United States has a similar 

traditional holiday, Thanksgiving Day. It’s on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On Thanksgiving Day, family members gather together 

and have a big party. They talk with one another and eat a lot of food including mashed 

potatoes, pumpkin pies, and a roast turkey. The following Friday is also a holiday at 

many schools and offices. So people can take a full rest for four days until Sunday.  

The Friday following Thanksgiving Day is called ‘Black Friday.’ It is the beginning 

of the country’s Christmas shopping season, and it is the biggest shopping season 

of the year. On this day, most stores have a sale and open very early to welcome 

customers. Most Black Friday sales go online as well when their store sales start. People 

go shopping for things they have wanted to buy and even 

Christmas presents at lower prices. Thanksgiving Day and 

Black Friday may be the busiest day of the year for shoppers.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1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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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지훈:	김연아	선수는	1990년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구나.	

②  은수:	어렸을	때에는	훌륭한	스케이트	선수가	될지	아무도	몰랐대.	

③  동훈:	연습할	스케이트장은	많았지만	엄청	추워서	고생했구나.	

④  태호:	그래도	그녀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그녀를	피겨	여왕으로	만들어	주었네.

⑤  수진:	정말	대단해.	아직까지도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니.

4 윗글을 읽고, 빈칸 (A)에 적절한 말을 고르세요.

①  Because of 
②  Though 
③  Thanks to 
④  However
⑤  In addition to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Who do you think is the biggest sports star in Korea? Everyone 

would agree that one of them is the Ice Queen, Yuna Kim. 

Yuna Kim was born on September 5th, 1990. She began skating 

when she was six. Her coach predicted that she would become a 

great figure skater in the future and strongly suggested that Kim continue to 

skate. During her early skating years, however, there were not enough ice rinks 

to practice on. And most rinks were too cold. But she worked really hard to 

overcome poor training conditions and many injuries. 

She finally became the first female figure skater to get Career Super Grand 

Slam by winning all the current major junior-level and senior-level international 

competitions. Her strong will and passion for figure skating made her the Ice 

Queen of the world. 

(A)  her wonderful skating skills, she also has a warm heart for 

other people. She helps people in need by promoting charities and donating a lot 

of money. She also visits and helps young skaters in Korea. She retired in 2014, but 

she is still a good role model for young people.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2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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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컬링을 ‘chess on ice’ 라고 부르는 이유를 고르세요.

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②  전략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③  둘	다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④  체스와	경기	규칙이	비슷하기	때문에

⑤  체스도	겨울	스포츠이기	때문에

2 다음은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한수:	컬링은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대.	역사가	참	깊은	스포츠네.		

②  은지:	영국에서	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나	봐.

③  수지:	컬링을	하는	네모난	아이스링크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구나.	

④  동준:	팀마다	총	8개의	스톤이	있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던지면	된대.

⑤  태준:	하우스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스톤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구나.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re you afraid of playing sports in the winter season because it is 

too cold outside? If so, why don’t you try playing curling? Curling is  

a sport that is also called ‘chess on ice’ because it needs smart tactics 

and great concentration. Curling has a long history. In the early 16th century, 

people in Scotland began to play the game as sliding rocks on a frozen river. 

Later, it became a sport in England and spread to all over the world. 

To play curling, you need three things: a curling sheet, stones, and brooms. A 

curling sheet is a rectangular ice rink that you play curling on. Two teams of four 

players play a curling match. They take turns to slide heavy and polished stones, 

also called ‘rocks,’ towards a target area, ‘the house.’ Each team has eight rocks, 

and each player throws two of them. Once a player slides 

a stone, other players sweep with their brooms to make 

the stone go the way they want. Points are scored for the 

stones that are closest to the center of the house. Let’s 

have a warm and exciting winter by playing curling!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1 

listen to mp3

매거진 11월-중등(1026).indd   22 2018. 10. 26.   오후 2:19



learn
in

g
 m

aterials

22     23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 ◯ 표 하세요.

1 )  몇몇	사람들은	관절을	꺾는	행위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	준다고	생각한다.																		T	/	F

2)  손가락	관절을	꺾는	행위가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가	있다.													T	/	F

4 윗글을 읽고 Donald Ung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캘리포니아의	내과	의사이다.

②  관절	꺾기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실험을	했다.	

③  거의	60년	동안	그의	오른쪽	손	관절만을	꺾었다.		

④  실험	후	그의	두	손의	관절염	증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⑤  자신의	양	손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Crack!” Many people like cracking their knuckles 

because of the funny sound it makes. Some say that 

knuckle cracking releases their stress and tension. The 

cracking sound seems to be made by increasing the 

space between finger joints. This causes gas bubbles in the joint fluid to pop like a 

balloon. Cracking the knuckles may be fun to do, but you might also have heard 

that it is harmful for your bone health. Some say it can cause arthritis in your hands. 

However, there is no medical or scientific evidence that proves cracking knuckles 

causes arthritis. 

Donald Unger, a California physician, wanted to know how harmful knuckle 

cracking is and did an experiment on himself. For about 60 years, he cracked the 

knuckles of only one hand. After decades of cracking his left hand, he checked 

x-rays on himself and found no difference in arthritis between his two 

hands. There are many other studies that show a similar conclusion. 

But doctors still suggest not cracking knuckles regularly because it 

thickens your finger joints. Thick finger joints lack flexibility, and they are 

easier to get injured. So knuckle cracking is not quite harmful itself, but it 

is a bad habit.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2 

*arthritis 관절염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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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윗글을 읽고 입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입춘은	봄의	시작을	뜻하는	날이다.	

②  한국	사람들은	입춘에	그	해	농사를	계획하였다.

③  새로운	봄을	축하하는	방(종이)을	대문에	붙인다.	

④  오신채는	강한	맛이	나는	다섯	가지	양념을	의미한다.	

⑤  오신채의	강한	맛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한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We have four seasons in a year: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According to traditional lunar calendars, however, 

there are 24 seasons in East Asia. Each season lasts for about 15 

days, and these seasonal divisions are called 24 jeolgi in Korea. In order to 

farm throughout the year, people had to understand the weather. So, people named 

24 seasons differently and did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the weather of the time.

Ipchun, the first season of a year, means ‘the beginning of spring.’ It is February 

4th when there is still winter breeze, but people begin to plan for New Year’s 

farming. On this day, Koreans put up banners on the front gates of their houses to 

celebrate the new spring. On the banners, they write particular phrases. The most 

famous one is ‘ip-chun-dae-gil’ meaning “As spring has come, may good luck be 

with you.” In addition, people eat o-shin-chae, five kinds of vegetables with strong 

tastes on ipchun. They cook and eat newly sprouting vegetables which are very 

nutritious. The strong tastes of the vegetables which are spicy, bitter, and sour also 

symbolize the hardships of life. Koreans believe that eating those vegetables helps 

in overcoming difficult situations.

Resources Reading Plus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 ◯ 표 하세요.

1 )		동아시아에서는	양력	달력에	따라	계절을	24개로	구분한다.																																					T	/	F

2)		사람들은	농작물은	잘	기르기	위해	날씨를	이해해야	했다.																																								T	/	F

LEVEL 3-1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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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을 읽고, 베트남 전통 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베트남의	팽이는	나무로	만든다.	

②  베트남의	팽이는	속이	꽉	차	있다.

③  bit	mat	bat	de	놀이는	술래잡기와	비슷하다.	

④  nhay	sap	놀이는	대나무	두	개가	필요하다.

⑤  nhay	sap	놀이할	때	아이들은	노래를	부른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There are many fun folk games in Vietnam. Some games are played in a 

similar way to traditional games in South Korea. Let’s find out how Vietnamese 

folk games and Korean traditional games are alike. 

First, children in Vietnam play with spinning tops called con quay. It is 

similar to Korean spinning tops called paengi. They are made of wood with a sharp tip. 

They are empty inside. Children use a string to spin the top. They coil the top with the 

string and pull the string powerfully. 

Second, Vietnamese children play ‘catching a goat while blindfolded,’ known as 

bit mat bat de. This game is similar to a game in South Korea called sullaejapgi. Children 

draw a big circle on the ground, and one child covers the eyes with a piece of cloth. 

When the game starts, the blindfolded player runs around inside the circle to catch 

other players. They make goat sounds and clap their hands to confuse the blindfolded 

player. When the blindfolded one catches one of the other players, the game ends. 

Lastly, children in Vietnam play a game using bamboo sticks. It is called nhay sap. 

In South Korea, children play a similar game, but using rubber bands. Children at both 

ends hold two bamboo sticks and sing a song. A player in the middle jumps and tries 

not to touch the sticks. 

Resources Reading Plus 

4 bit mat bat de 놀이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A	–	C	–	B	–	D		 ②  A	–	D	–	B	–	C	 ③  B	–	A	–	C	–	D

④  C	–	A	–	D	–	B		 ⑤  C	–	A	–	B	–	D		

A.	한	명이	천으로	눈을	가린다.	

B.	술래가	한	명을	잡는다.

C.	땅에	큰	원을	하나	그린다.	

D.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염소	소리를	낸다.

LEVEL 3-2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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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eaching Strategies

When we think of success, skills like 

collaboration, time management, and 

critical thinking may immediately come 

to mind. While these skills are important, 

many 21st century employers argue that 

empathy — the ability to identify with 

others and share their emotions — is at the 

heart of success. Empathy demonstrates 

that you can relate to other people, it shows you are self-aware, and it shows you can deal 

with your emotions and other people’s struggles.

So How Do We Teach Students to Master a Skill That’s 

Rooted in Emotion Instead of Fact?
Visual stimulation really helps students — anything where 

they can see, hear, and experience what’s happening with other 

people. It can help students learn how to be empathetic in and 

out of classroom through creative activities that teach them to 

manage emotional and social situations. Now, take a look at 

four strategies to instill empathy in students of all grade levels.

1. Colored Paper Exercise 

To illustrate empathy, teachers can start by showing students 

a crisp, clean piece of colored paper and asking them to share 

positive adjectives that describe the paper. After students share 

their initial observations, ask them to crumple, rip, or step 

on the paper. This becomes a visual learning opportunity as 

students realize that when they’re rude or unkind to people, it 

has a lasting impact — just like the ripped paper.

Students learn they have two choices: to offer care and concern, 
or tear each other down.

4 Strategies 
to Teach Empathy for Students of All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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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ndness Campaign 

To build positive school culture, you can form a 

kindness campaign. Teachers encourage students 

to perform acts of kindness, and write down their 

actions on slips of paper, and you can display 

them across the school. To engage students, try 

setting a school wide goal such as 1,000 acts of 

kindness in two weeks. This promotes positivity 

and teaches students to be proactive in the way 

they act toward students and adults.

3. Movie Clips 

Television shows and movies are some of the best methods of teaching empathy to 

younger students. This allows them to experience what’s happening with other people, 

even if they’re fictional characters. For example, the movie ‘Wonder’ can lead to many 

meaningful discussions in classrooms. Teachers encourage students to share their thoughts 

and hold honest conversations about the main character who had multiple surgeries on his 

face.

4. Positive Messages 

For students who are craving independence, it’s important to create a sense of community 

and belonging. You can provide students with colorful sticky notes and encourage them to 

write positive messages to give to their peers. This allows them to learn from one another 

and consider how they can take ownership of relationship-building.

Empathy Moves Beyond Kindness
Ultimately, empathy is more than being kind. 

Empathy is about demonstrating a genuine 

respect for others and being able to positively 

respond to challenging situations because you 

understand the other person’s emotions. With this 

skill, students of all ages understand they have 

the capability of being leaders and can enter the 

21st century workforce armed with compassion, 

understanding, and social awareness.

Students learn how to communicate openly and respectfully about real-world 
situations that require social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udents learn how to be proactive instead of reactive when 
responding to situations where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others.

Students learn to express themselves in positive 
ways,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empathy.

* 출처: http://teachmag.com/archives/1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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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ley Cyrus

The 
Climb

Trend 
    Fun

Pop Song

[정답]
Q1.	No.(미국의	가수이자	영화	배우이다.)	
Q2.	Yes.(미국	디즈니	채널에서	2006년부터	방영된	뮤지컬	시트콤	‘Hannah	Montana’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2009년	‘Hannah	Montana:	The	Movie’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Q1. Miley Cyrus는 영국 가수이다. Yes. / No.

Q2. ‘The Climb’은 ‘Hannah Montana: The Movie’에서 Miley가 부른 노래이다. Yes. / N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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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과 워크시트를 한 장씩 나누어 갖고 노래를 들으며 빈칸을 채우세요. 그 후, 서로의 워크시트를 보며 정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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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le
ar

n
in

g
 m

at
er

ia
ls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
(going to be = gonna be) 

 There’s always going to be  

another mountain. 

뜻 	 	 ~할	것이다	

형태 		 be동사	+	going	to	동사원형

	 	 *대화체에서는	going	to	대신	gonna를	많이	써요.

[Worksheet A 정답]

see,	dreaming,	voice,	head,	never,	step,	shaking,	keep,	head,	mountain,	make,	battle,	Sometimes,	fast,	waiting

[Worksheet B 정답]

almost,	dream,	inside,	reach,	move,	direction,	faith,	keep,	always,	move,	uphill,	lose,	get,	other,	climb

1. She is going to 

2. 

3. 

● 다음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사람들이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지 써 봅시다.

1. 2. 3.

Things to Do This Weekend

1. I’m going to .

2. 

3. 

● 이번 주 주말에 할 일을 be going to를 사용하여 아래 목록을 완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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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almost see it
거의 보이기 시작해요. 

That dream I’m dreaming but
제가 꿈꿔 왔던 그 꿈이, 하지만

There’s a voice inside my head saying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요.

“You’ll never reach it.”
“넌 절대로 도달하지 못할 거야.”

Every step I’m taking, every move I make feels
내가 걷는 모든 걸음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lost with no direction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요. 

My faith is shaking but I, I gotta keep trying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계속 노력해야 해요. 

Gotta keep my head held high
계속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해요. 

There’s always gonna be another mountain
항상 또 다른 산이 있을 거예요. 

I’m always gonna wanna make it move
난 항상 그걸 움직이고 싶어 할 거예요.

Always gonna be an uphill battle
항상 힘든 싸움이 있을 거예요. 

Sometimes I’m gonna have to lose
가끔 질 때도 있겠지요. 

Ain’t about how fast I get there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Ain’t about what’s waiting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It’s the climb. 
그저 올라가는 거예요. 

The struggles I’m facing
내가 마주하는 시련들과 

The chances I’m taking
내가 택하는 기회들이 

Sometimes might knock me down, 
때때로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but, no, I’m not breaking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I may not know it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But these are the moments that
지금 이 순간들이 

I’m gonna remember most, yeah
가장 기억될 순간들일 거예요. 

Just gotta keep going 
계속 밀고 나아가야 해요. 

and I, I gotta be strong
그리고, 난 강해질 거예요. 

Just keep pushing on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Cause there’s always gonna be another mountain
하지만 항상 또 다른 산이 있을 거니까요. 

I’m always gonna wanna make it move
난 언제나 그걸 움직이고 싶을 거예요. 

Always gonna be an uphill battle
항상 힘든 싸움이 있을 거예요. 

Sometimes I’m gonna have to lose
가끔은 질 때도 있겠죠. 

Ain’t about how fast I get there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Ain’t about what’s waiting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It’s the climb.
그저 올라가는 거예요. 

◎ ‘The Climb’ 가사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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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ake a Break 

Fun Riddles

1.	 Why was 10 afraid of 7? 

2.	 	Which three letters can 

frighten a thief away?

3.	 		I have many keys but I cannot open a single lock. What am I?

	4.		Imagine you are in a sinking boat and surrounded by sharks.  

What could you do to survive?

FUN RIDDLES 정답: 1. Because 7 (8) 9!(seven ate nine!)   2. I, C, U(I see you.)   3. piano   4. Stop imagining. 

Take the first step in faith. 

You don’t have to see the whole staircase, 

 just take the first step.
- Martin Luther King Jr. 

A Famous Saying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Laugh Out Loud 

Engineering professors were sitting in one plane. Before takeoff, 

there was an announcement, “This plane is made by your students.”

Then all the professors stood up, ran, and went outside.  

But one professor remained in his seat.

One guy came and asked, “are you not afraid?”

Then the professor replied, “I trust my students very 

well, and I am sure this plane won’t even start.”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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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What’s New

미디어 
셀러

미디어셀러(media seller)는 영화나 드

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 노출

을 통해 홍보 효과를 얻어서 베스트셀러

가 된 책을 일컫는 말이다. 미디어셀러의 

시초는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 「모모」가 널리 알

려지면서이다. 2017년 드라마 ‘도깨비’에

는 김용택 시인이 필사하기 좋은 시들을 

모아 엮은 시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

을 가져갈지도 몰라」를 주인공이 읽으면

서 인기를 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있는 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디어로 

책을 접하게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미디어가 책을 소개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독자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책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 공상 과학 영화인 ‘인터스텔라’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영화 속 과학적 지식을 다루는 도서의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도서 노출은 대형 출판사에

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도서를 고르지 못하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발걸음을 서점으

로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1)코노미 1코노미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혼이 늦

어지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1코노미

가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은 1인 가구 비율

이 1970년도 17.1%에서 2010년 26.7%로 약 

40년간 10%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약 12%가 증가하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  

1코노미는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아니다. 예전에는 ‘혼밥’, ‘혼술’이라고 하면 쓸쓸한 

어감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혼자이기를 자청하고 혼자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혼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1코노미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1코노미 현

상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코노미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

져 1인용 식당, 1인용 팝콘 등 한 사람을 위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식당에는 1인 좌석이, 영화관에는 싱

글석이 만들어졌고, 가전제품 코너를 가면 1인 냉장고, 미니 드럼 세탁기, 스타일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  

1코노미, 이제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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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Good Books to Read

+	Gary	Paulsen

1939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으며,	뉴베리	상	수상작인	세	권의	책	『겨울

방』,	『손도끼』,	『개썰매』를	비롯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수많은	아동·청소년	도서를	쓴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건설	노동자,	목동,	트럭	기사,	선원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풍부한	경험

을	쌓았다.	지금까지	150여	권의	책을	집필해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고,	미국	영어	교

사	협의회에서	선정한	전	세계	주요	작가	가운데	한	명이다.	-교보문고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열세 살 소년 브라이언은 경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조종사의 

심장마비로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게 된다. 갑자기 캐나다의 삼림 지대에 홀로 남겨진 브라이

언은 막막하기만 하다.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모기, 배고픔, 그리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대자

연에 맞서야 하는 브라이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선물한 손도끼뿐이다. 그에게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기 연민을 하거나, 절망할 시간이 없다. 브라이언은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기지와 용기를 끌어내서 생존해야만 한다. 오랜 세월 많은 독자들의 마

음을 사로잡은 이 책은 한 소년의 모험을 통해 성장과 생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따뜻한 울림

을 선사하고 있다. -yes24

A Book for You

책 소개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감동적

인 이야기를 모았다. 아이들과 온종일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힘들고 지친 몸으로 텅 빈 교실

에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슬픔을 느낄 때 이 책을 펼쳐 보라. 평범하

지만 특별한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웃음이 번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yes24

+	Jack	Canfield

뉴욕타임스에서	190주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	41개	언

어로	번역되어	1억	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공저자이다. 

-yes24	

+	Mark	Victor	Hansen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공저자이다.	인간의	가능성	

개발	영역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다.	-yes24

+	Amy	Newmark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포르투갈어와	

불어를	전공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와	기업	관련	책을	집필했으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에	반해	40권	이상의	시리즈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yes24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HATCH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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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J.	Palacio

뉴욕	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예술	및	디자인	고등학교를	다녔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나	모

리스	샌닥과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뒤를	따르기를	희망하며	파슨

스	디자인	스쿨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다.	특히	R.	J.	팔라시오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WONDER』의	작가이다.	이	작품은	45개	나라에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팔렸다.	-yes24

책 소개

오기(아우구스트)는 평범한 10살의 소년이고 싶다. 그는 아

이스크림을 먹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평범한 것들을 한다. 오기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느낀다. 속으로만. 그러나 평범한 아이들은 놀

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달아나게 하지는 않는다. 

평범한 아이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온통 

받지는 않는다. 선천적인 얼굴 기형을 갖고 태어난 오기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으로 집

에서 홈스쿨링을 해 왔다. 그런 오기가 이제 진짜 학교에 가

려고 한다. 그런데 오기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

다. 오기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를 친

구로 받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 친구들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과연 평범한 여느 친구들처럼 자신을 받아 

줄까? 『WONDER』는 솔직하고 재미있고, 오래도록 진한 감

동이 남는 한 소년과 우리의 이야기이다. -yes24

+	Louis	Sachar

루이스	새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195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

났으며	대학생	시절	초등학교	보조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쓴	『웨이사이드	학교』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다.	또,	1999년	뉴베리	상을	수상한	작품	『구덩이』를	비롯하여	『웨이사이드	학교』	시

리즈와	『못	믿겠다고?』,	『개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번	해	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고?』,	『얼굴을	잃어버린	소년』,	『마빈	레드포스트』	시리즈	등	20여	권의	어린이	책을	썼다.	

-yes24

책 소개

증조부 때부터 저주를 받은 집안에서 자란 Stanley Yelnats(거꾸로 읽어도 같은 이름이다.)는 

초록 호수 캠프라는 소년 교화 센터로 보내진다. 수많은 소년들이 모인 그 캠프에는 호수는 없

고, 매일 소년들이 파내려간 5피트 너비와 깊이의 구덩이들로만 가득하다. 그러나 매일 하나씩 

구덩이를 판다고 해서 결코 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탠리는 깨닫게 된다. 새롭고 

독특한 소재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또한 생각할 거리도 함께 제공하는 뉴베리 수상작이다.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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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WONDER』를 바탕으로 한 
영화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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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LEVEL 1-1  20쪽

[1-2]   

해석

추수의 계절이 오면, 전 세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한국의 추석과 같이, 미국에는 추

수감사절이라는 비슷한 전통적인 휴일이 있다. 그 날은 11월

의 네 번째 목요일이다.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큰 잔치를 연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으깬 감자, 호박파이, 구운 

칠면조를 포함한 많은 음식을 먹는다. 많은 학교와 사무실들은 

그 다음 금요일도 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요일까지 4일간 충

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린

다. 이 날은 그 나라의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고, 한 해 중 가장 큰 쇼핑 기간이다. 이 날에는 대부분의 상점

들이 할인 판매를 하고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찍부터 문을 

연다. 대부분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은 상점의 할인이 시작될 

때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 사람들은 사고 싶었던 물건이나 크

리스마스 선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쇼핑한다. 추

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는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한 해 중 

가장 바쁜 날이다.

정답 및 해설

1 글 읽고 답하기

	 | 정답 |	⑤	

  글에서 ‘The following Friday is also a holiday at many 

schools and offices.’라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추수감사절은 음식이 풍족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며, 11월

의 네 번째 목요일이고, 가족들이 모여 큰 잔치를 연다고 했

으므로 ①, ②, ③은 옳지 않다. 또한, 금식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④ 또한 옳지 않다.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⑤		

  상점에 붙은 문구 중 블랙 프라이데이 내용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은 상점에서 할인을 시작하면 온라인에

서도 적용된다고 했으며, ②는 한 해 중 가장 큰 쇼핑 기간이

라고 언급했다. ③은 대부분의 상점들이 할인을 한다고 했

으며, ④는 이 날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상점들이 

평소보다 일찍 연다고 했으므로 ⑤는 잘못된 내용이다.

LEVEL 1-2  21쪽

[3-4]   

해석

한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모

든 사람이 그 중 한 명은 얼음 여왕, 김연아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김연아는 1990년 9월 5일에 태어났다. 그녀는 6살 때부터 스

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코치는 그녀가 미래에 훌륭

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속해서 스케

이트를 탈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가 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에는 연습할 아이스 링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대

부분의 링크는 너무 추웠다. 그러나 그녀는 열악한 훈련 조건

과 많은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마침내 주요 국제 주니어 대회와 시니어 대회를 석권하

며 커리어 슈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첫 번째 여자 피겨 스

케이팅 선수가 되었다. 피겨  스케이팅을 향한 그녀의 강한 의

지와 열정은 그녀를 세계의 얼음 여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훌륭한 스케이팅 기술에 (A) 더하여 그녀는 타인에 대

한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선 사업을 홍보하

고 많은 돈을 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또한 

한국의 어린 스케이트 선수들을 찾아가 도움을 준다. 그녀는 

2014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다. 

정답 및 해설

3 글 읽고 답하기

	 | 정답 |	④

  글에서 ‘Her strong will and passion for figure skating 

made her the Ice Queen of the world.’라고 언급했으므

로 정답은 ④이다. 1990년은 김연아 선수가 태어난 해이며,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매거진 11월-중등(1026).indd   36 2018. 10. 26.   오후 2:19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것이라고 

코치가 예측했다고 나타나 있다. 또한, 연습할 아이스 링크

도 부족했고 대부분 매우 추웠다고 언급했으며, 2014년에 

은퇴했다고 했으므로 ①, ②, ③, ⑤는 오답이다. 

4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⑤

  빈칸 (A) 앞 문단에서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성취와 

실력을 언급하고 있고, 빈칸 (A) 뒤에서부터는 그녀의 따뜻

한 마음과 행보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의 뛰어난 스

케이트 실력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

므로 빈칸에는 ⑤ ‘In addition to(~에 더하여, 게다가)’가 적

절하다. 

 

LEVEL 2-1  22쪽

[1-2]   

해석

밖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 운동하는 것이 두려운가? 만약 그렇다

면, 컬링을 해 보면 어떨까? 컬링은 영리한 전술과 강한 집중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음 위의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컬링

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세기 초반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을 미끄러뜨리며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것은 영국의 운동이 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컬링을 하기 위해서는 컬링 시트, 스톤, 브룸, 이 세 가지가 필

요하다. 컬링 시트란 컬링 경기를 하는 직사각형의 아이스 링

크를 말한다. 네 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컬링 경기를 한

다. 그들은 교대로 ‘락’이라고도 불리는 무겁고 윤이 나는 스톤

을 목표 지점, 즉 ‘하우스’로 미끄러뜨려 던진다. 각 팀은 스톤 

8개를 가지고 한 선수당 두 개씩 던진다. 한 선수가 스톤을 미

끄러뜨리면, 다른 선수들은 브룸을 가지고 쓸면서 스톤이 그들

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하우스 중심에서 가장 가까

이에 있는 스톤이 점수를 얻는다. 컬링을 하며 따뜻하고 신나

는 겨울을 보내자!  

정답 및 해설

1 글 읽고 답하기 

	 | 정답 |	②

  글에서 ‘Curling is a sport that is also called ‘chess on ice’ 

because it needs smart tactics and great concentration.’ 

이라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즉, 체스와 마찬가지

로 영리한 전술과 강한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얼음 위의 체스’라는 별칭이 생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①은 ‘In the early 16th century, people in Scotland began 

to play the game as sliding rocks on a frozen river.’에  

언급되어 있고, ②는 ‘Later, it became a sport in England 

and spread to all over the world.’에 나타나 있다. ③은 

‘A curling sheet is a rectangular ice rink that you play 

curling on.’에 언급되어 있고,  ⑤는 ‘Points are scored for 

the stones that are closest to the center of the house.’에 

나타나 있다. 컬링은 팀마다 8개의 스톤이 주어지며 한 사

람이 두 개의 스톤만을 던진다고 했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LEVEL 2-2  23쪽

[3-4]   

해석

“두둑!”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소리 때문에 손가락의 관절을 

꺾는 것을 좋아한다. 몇몇은 손가락 관절을 꺾는 것이 스트레스

와 긴장을 풀어 준다고 말한다. 그 소리는 손가락 관절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연골 안

에 있는 가스 방울이 마치 풍선처럼 터지게 만든다. 손가락 관

절을 꺾는 것이 재미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뼈 건강에는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이다. 몇몇은 그것이 손에 관

절염이 걸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손가락 관절 꺾기가 관절

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학적 및 과학적 근거는 없다. 

캘리포니아의 내과 의사 Donald Unger는 손가락 관절 꺾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싶어서 그 자신에게 실험을 진행했다. 

거의 60년 동안 그는 한 손의 관절만을 꺾었다. 수년 간 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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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만 꺾은 후에, 그는 자신의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그의 두 

손에 관절염 증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와 비슷

한 결과를 보여 주는 다른 연구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손가락 관절을 자주 꺾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손가락 관절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가락 관절이 두꺼우면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다치

기도 쉽다. 따라서 손가락 관절 꺾기는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해롭지 않을지 몰라도 나쁜 습관이다. 

정답 및 해설

3 T / F 고르기 

	 | 정답 |	1)	T		2)	F

 1)   글에서 ‘Some say that knuckle cracking releases their 

stress and tension.’이라고 언급했으므로 이 문장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글에서 ‘However, there is no medical or scientific 

evidence that proves cracking knuckles causes 

arthritis.’ 라고 언급했으므로 이 문장은 글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4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글에서 Donald Unger가 ‘a California physician’이라고 

했으므로 ①은 옳은 내용이며, ‘~ wanted to know how 

harmful knuckle cracking is and did an experiment on 

himself.’라고 했으므로 ② 또한 옳은 내용이다. 실험 결

과 ‘~ found no difference in arthritis between his two 

hands.’라고 했으므로 ④는 옳은 내용이며, 이는 자신의 왼

손과 오른손의 관절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므로 ⑤ 

또한 옳은 내용이다. 이에 반해, ‘After decades of cracking 

his left hand,~’라고 했으므로 ③에서 오른쪽이 아닌 왼쪽

이라고 해야 한다. 

LEVEL 3-1  24쪽

[1-2]   

해석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이 있다. 그러나 전

통적인 음력 달력에 따르면 동아시아에는 24개의 계절이 있

다. 각각의 계절은 15일 정도 지속되며, 한국에서는 이 계절의 

구분을 24절기라고 부른다. 일 년 동안 농사하려면 사람들은 

날씨를 이해해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24개의 계절에 이름

을 다르게 붙이고 그 시기의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

다. 한 해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은 ‘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날은 아직 겨울바람이 부는 2월 4일이지만, 사람들은 새해의 

농사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 날에 한국 사람들은 집 대문에 

새로운 봄을 축하하는 방(종이)을 붙인다. 종이 위에는 특정한 

문구를 적는다. 가장 유명한 문구는 ‘입춘대길(立春大吉)’이며 

“봄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가득하길”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오신채라고 불리는 강한 맛을 가진 다섯 가지 채소를 먹

기도 한다. 사람들은 영양분이 많고 새롭게 자라는 채소를 요

리해서 먹는다. 채소의 강한 맛, 즉 맵고, 쓰고, 신 맛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 채소들을 먹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정답 및 해설

1 T / F 고르기 

	 | 정답 |	1)	F		2)	T

 1)   글에서 ‘According to traditional lunar calendars,~’에  

따라 24개의 계절로 구분한다고 했으므로 양력이 아닌 

음력이 맞다. 따라서 이 문장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글에서 ‘In order to farm throughout the year, people 

had to understand the weather.’라고 했으므로 이 문장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①은 ‘Ipchun, the first season of a year, ~.’에 언급되어 있

고, ②는 ‘~ people begin to plan for New Year’s farming.’

에 나타나 있다. ③은 ‘On this day, Koreans put up 

banners on the front gates of their houses to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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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spring.’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⑤는 ‘The strong 

tastes of the vegetables which are spicy, bitter, and sour 

also symbolize the hardships of life.’에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④는 ‘five kinds of vegetables with strong tastes’라

고 언급했으므로 다섯 가지 양념이 아닌 다섯 가지 채소라

고 해야 옳은 설명이다.  

LEVEL 3-2  25쪽

[3-4]   

해석

베트남에는 재미있는 민속 놀이가 많다. 몇몇은 한국의 전통 

놀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베트남의 민속 놀이와 한국

의 전통 놀이가 어떻게 비슷한지 알아보자. 

첫째로, 베트남의 아이들은 팽이를 가지고 노는데, 이는 ‘con 

quay’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국의 팽이와 비슷하다. 그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끝이 뾰족하다. 그것들은 속이 비어 있다. 

아이들은 줄을 이용하여 팽이를 돌린다. 그들은 줄로 팽이를 

휘감고 힘차게 줄을 당긴다.

둘째로, 베트남 아이들은 ‘눈 가리고 염소 잡기’ 놀이를 하는데, 

이는 ‘bit mat bat de’라고 부른다. 이 놀이는 한국의 술래잡기와 

유사하다. 아이들은 땅에 큰 원을 그리고 한 명이 천으로 눈을 

가린다. 놀이가 시작되면, 눈을 가린 아이(술래)는 다른 아이

들을 잡기 위해 원 안을 뛰어 다닌다. 다른 아이들은 염소 소리

를 내고 박수를 치며 술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술래가 다른 

아이 한 명을 잡으면 놀이는 끝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아이들은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해서 놀이를  

한다. 이는 ‘nhay sap’이라고 부른다. 한국 아이들도 비슷한 놀

이를 하는데, 고무줄을 사용한다. 양끝의 아이들은 대나무 막

대기 두 개를 들고 노래를 부른다. 중간에 있는 선수는 막대기

를 건들지 않으면서 높이 뛴다.  

정답 및 해설

3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②

  ①은 ‘~ made of wood’에 언급되어 있고, ③은 ‘This game 

is similar to a game in South Korea called sullaejapgi.’에 

나타나 있다. ④와 ⑤는 ‘Children at both ends hold two 

bamboo sticks and sing a song.’에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의 팽이는 ‘They are empty inside.’라고 했으므로 ②

는 옳지 않은 내용이다. 

4 순서 고르기 

	 | 정답 |	④

  글의 두 번째 문단에 ‘bit mat bat de’ 놀이 순서가 언급되어 

있다. 먼저 아이들은 땅에 큰 원을 그리고, 한 명을 정해 눈을  

천으로 가린다. 나머지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염소 소리를 

내며 술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술래가 한 명을 잡으면 게

임이 종료된다. 따라서 놀이의 알맞은 순서는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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