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SPECIAL	FOCUS

02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프로젝트	수업				

	 RESOURCES

06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	진로	계획	프로젝트

	 –	English	Week	Festival	

	 –	English	Magazine	프로젝트

	 –	영화	‘High	School	Musical’	활동

18	 Reading Plus

	 –	추가	읽기	자료

26	 수능 영어 최종 마무리 전략

27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28	 수능 영어: 주제 찾기 유형 예상 문제 

	 TREND	&	FUN

32	 Teaching Strategies

	 –	4	Strategies	to	Teach	Empathy	

	 	 for	Students	of	All	Ages

34	 Pop Song        

	 –	A	Moment	Like	This	by	Kelly	Clarkson

38	 Take a Break

	 –	A	Famous	Saying:	

	 	 Martin	Luther	King	Jr.	

	 –	Fun	Riddles

	 –	Laugh	Out	Loud

39	 What’s New

	 –	일(1)코노미	/	미디어셀러

40	 Good Books to Rea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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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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현직	영어	선생님이	추천하는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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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 향상과 진로 탐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심지어 특별한 준비 및  

학습 자료가 필요하지도 않다는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창환 선생님(군산동고등학

교)의 ‘진로 계획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학생들이 직접 진로 관련 영자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고 자신의 흥미를 발견해 가는 진정한 발견 학습의 설계, ‘진로 계획 프로젝트’를 만나 

보자. 

영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 계획 프로젝트’

학생들도 매거진을 만들 수 있다! 직접 기자 및 에디터가 되어 각자의 생각을 글로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정보 처리 및 창의적 사고 등의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 이수진 

선생님(양청고등학교)이 추천하는 여섯 가지 단계를 따라 수업을 진행해 보자.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이 담긴 특별한 매거진이 출간될 것이다. 

학생이 기자와 에디터가 되어 출간하는  
‘English Magazine’

진정한 학생 중심 활동이란 ‘English Week Festival’과 같은 것이다! 권광혁 선생님(무주

고등학교)이 추천하는 ‘English Week Festival’은 학생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 운영, 홍보, 

그리고 평가한다. 학교와 선생님은 축제의 방향과 축제 환경을 조성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학생들에 의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영어 주간 축제를 열어 보자!

학생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English Week Festival’

영화를 보고, 팝송을 배우고, 게임도 하고! 최윤희 선생님(동암중학교)이 추천하는 일석삼

조의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영화 ‘High School Musical’은 미국의 학교 생활을 엿보고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한

다. 팝송을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영어 발음도 익히고 표현도 배우는 활동! 어깨가 들썩

이는 영어 수업을 만들어 보자.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시키는  
영화 ‘High School Musical’ 활동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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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필요

하다. 세상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중에 본인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게 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방법은 없을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진로 계획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특히 진로에 대해 

방향을 잡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제격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영자 신문을 활용하여 직접 다양

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 및 조건 등을 조사 및 정리하여 발표하는 ‘꿈 발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진

로 계획 활동이다. 영자 신문을 주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살아 있는 영어 어휘 및 표현 등을 익히는 일석이

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CAREER
PLANNING

PROJECT

영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 계획 프로젝트

학습 목표

•진로	관련	영자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진로를	계획할	수	있다.	

•자신이	계획한	진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영어	영역과	진로	영역을	융합한	수행평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의	영자	신문	읽기	및	진로	교육	연계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진로	탐색	동아리의	핵심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다.	

•	Google	사이트	검색	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큰따옴표(“”)	안에	넣어	검색한다.	해당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만	검색되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e.g.	“career	planning	for	high	school	students”

•	Google	사이트에서	특정	웹	사이트의	정보만을	검색하고	싶을	때에는	큰따옴표(“”)안에	“google	site:”	

라고	쓴	다음	해당	웹	사이트	주소를	넣어	보자.	그	다음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면,	웹	사이트	내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정보만	찾을	수	있다.	

e.g.	“google	site:TIME.com	career	planning”

영자 신문 검색할 때 꿀팁!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는 순간,  

자신의 꿈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창환 선생님(전북 군산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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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순서

1)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영자	신문	기사를	요약하여	정리하게	한다.

2)			해당	직업군을	선택한	동기,	역할,	관련	학업,	필요한	역량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지도한다.

3)			정리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발표	준비를	하게	한다.	

흥미	및	적성에	맞는	직업군에	대한		자료 선정 및 정리
STEP	3

•		웹	사이트에서	직업	관련	영자	신문	기사를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

•		어려운	어휘	및	표현은	영어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	영자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		같은	직업군끼리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	활동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영자 신문 검색 및 조사

STEP	1

•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검색	및	조사하며	느낀	점을	

작성하여	자기	평가의	시간을	

갖게	지도한다.

•		신문	기사의	내용,	진로	영역

에	대한	정보,	유용한	어휘	및	

표현	등을	스스로	정리하게		

지도한다.

영자	신문	조사로	배운	점에	대한

소감문 작성

STEP	2

•		학급에서,	그리고	출신	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진로	계획을	소

개함과	동시에	영자	신문	기사를	

통해	학습한	영어	공부	방법	및	

조언	등을	공유하게	지도한다.	

학급	친구들	및	후배들과	나누는

진로 정보 공유 활동

STEP	5

1)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하더라도	영어로	발표할	수	

있게	격려한다.	

나의	진로	계획을	소개하는

꿈 발표 프로젝트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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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학 입시에 있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학교 및 선생님의 주요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nglish Week Festival’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 운영, 평가하는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주는 체험 중심의 교과 학습 활동이다.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협업을  

통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현장을 만들어 보자!   

축제 필수 조건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기획,	홍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학급	및	학년에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English

Week Festival

학생들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학생

•축제	기획,	홍보,	운영

•평가	진행

선생님

•기획	평가	및	피드백	

•운영	보조	및	평가	

학교

•운영비	지원	

•홍보	및	참여	장려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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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접 영어 활동 아이디어를 내고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창의적인 활동  

기획안을 완성하였다. 축제 중 주목 받았던 활동 네 가지를 소개한다. 다음 활동들을 참고하여 각자 학교 학생

들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기획하게 지도해 보자.

축제 
진행 절차 

 축제 스태프 모집 공고

	 →	2인	1조로	모집	결과,	45팀(90명)이	신청서	제출

 최종 참가자 검토 및 선정

	 →	아이디어의	현실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총	12팀을	선정

 축제 일정 및 규모 등 확정

	 →	축제	일정,	규모,	장소	및	방향	구체화

 부스별 기획 구체화 및 홍보 진행

	 →	활동	기획,	운영	계획,	홍보	방안	등	프로그램	전반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

	 →	활동	기획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조언	제공과	운영비	조율

1

2

3

4

무주고등학교에서 개최한 ‘English Week Festival’의 사례를 소개한다. 영어 주간 축제는 총 3일간 점심시간 

마다 학교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축제 진행 요원으로 지원하여 활동 기획 및 운영과  

더불어 홍보까지 도맡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한다. 무주고등학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무주고등학교의 ‘English Week Festival’ 사례 소개

전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마다	스탬프	카드를	제공했다.	각	부스에서	활

동을	수행하면	스탬프	한	개를	받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했고,	축제가	끝난	다음	스탬프	

개수에	따라,	Gold,	Silver,	Bronze	등급으로	나누어	상품을	배부했다.	활동	우수자는	생활	

기록부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내용을	기록하였다.	

참여도를 높이는 
'스탬프 카드'

축제 
활동 소개

3)			명화	속	숨겨진	단어를	찾아	문장	만들기 4)			학교	곳곳에	숨은	단어	카드	찾기

1)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	뜻	맞히기 2)			보드판에	제시된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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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English 

Magazine’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각 학생들이 갖고 있던 생각, 관심

사, 경험 등을 창의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모든 학생이 

기자와 에디터가 되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 및 편집하는 완벽한 학생 중심 프로젝트!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흥미 및 적성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한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다. 

학생이 기자와 에디터가 되어 출간하는

ENGLISH 
MAGAZINE

NEWS

프로젝트 개요

학습 목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정해진	형식	없이	매거진을	제작하여	출간할	수	있다.

활동 기간 4~5주	

활동 유형 모둠	활동(6명)

매거진 구성 표지,	목차,	서문,	기사

다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영어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

모둠원과	협동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이수진 선생님(충북 양청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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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모둠별로	상의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	에디터	1명:			전체	일정을	관리하고,	매거진	성격을	

아우르는	서문을	작성한다.

	 •	기자	5명:			담당	주제에	알맞은	기사를	작성하고,		

시각	자료를	수집한다.

	 		모든	자료는	모둠원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자료는	인터넷	조사,	책,	인터뷰,	설문		

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사의	초고를	작성한다.	

	 		모둠원과	번갈아가며	초고를	검토하여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피드백을	토대로	초고를	수정	및	보완한다.	

	 		기사별	주제에	맞추어	표지	콘셉트를	의논하여	정한다.

	 		표지에	필요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디자인한다.

	 		표지	및	내지를	인쇄하여	책의	형태로	제본한다.

	 		다른	모둠과	교환하여	매거진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각	매거진에서	좋았던	점을	작성하여		

해당	모둠에	전달한다.

NEWS

	 제비뽑기를	하여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모둠별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을	검색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이때,	사회,	환경,	영화,	교육	등	주제	목록을	

제공해도	좋다.

1

1

1

1

1

1

2

2

2

2

2

STEP	1

모둠 구성 및
주제 선정

STEP	2

역할 분담

STEP	3

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STEP	4

원고 검토 및
수정

STEP	5

표지 및  
디자인 작업

STEP	6

매거진 출간  
및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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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영화

활동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시키는   

지필 시험의 연속으로 지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무거워진 학생들 어깨의 짐을 덜고 새로

운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도와줄 활동을 소개한다. 영화 ‘High School Musical’은 일상 학교 생활에서  

마주칠 만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더불어, 신나는 뮤지컬과 팝송을 통해 영어

를 접하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다. 추가로, 미국의 고등학교 환경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과 미국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을 발견하고, 공감 및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중간 및 기말 시험이 끝난 후, 혹은 방학 전 주에 학생 

들과 함께 영화 ‘High School Musical’을 보며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는 건 어떨까?   

•영화	및	팝송을	통해	즐겁게	영어를	배움으로써	영어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팝송을	따라	부르며	영어	발음의	높낮이,	연음,	강세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효과

개봉일 2006년 장르 드라마 상영 시간 1시간	38분 감독 Kenny	Ortega

줄거리

농구부 주장이며 인기 만점의 꽃미남 트로이와 똑똑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여학생 가브리엘라가 송년 파티 

에서 우연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처음엔 친구들의 장난으로 시작했던 노래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자 둘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둘은 서로의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지게 된다. 그러던 중 가브리엘라가 트로이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다시 학교

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뮤지컬 오디션에서 둘은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고, 2차 오디션을 준비하

기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에 이들이 2차 오디션을 본다는 소문이 돌면서 트로이가 속한 농구부와 가브리엘

라가 속한 과학 클럽은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계획을 꾸민다. -Daum 영화

영화 ‘High School Musical’을 소개해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활동을 시도했어요.”

최윤희 선생님(경기 동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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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시  영화 ‘High School Musical’ 감상하기(1시간 38분)

	 영화	포스터를	보며	영화가	어떤	내용일지	추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 다음, 짝과 함께  

‘워크시트 1’ 활동하기

1

2

3차시  팝송 ‘We’re All in This Together’ 따라 부르기 

	 주요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한	다음,	팝송을	듣게	한다.	

   팝송 ‘We’re All in This Together’를 들으며  

‘워크시트 2’ 활동하기

	 ‘Dictation’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여러	번	들려준다.

 모둠별 활동으로 마무리하기

  1.	전체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2.		각	모둠	안에서	세	개의	팀으로	나눈다.	(A	모둠:	1,	2,	3팀	/	B	모둠:	4,	5,	6팀)		

	 	 3.	각	모둠	내	팀에게	팀별	담당	단어	목록표를	제공한다.

	 	 4.	가위바위보를	하여	활동을	먼저	할	모둠을	정한다.

	 	 5.			이긴	모둠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팝송을	들으며,	모둠	내	팀은	담당	단어가	나올	때	

박수를	친다.	이때,	다른	모둠은	자신의	단어	목록표와	같은	팀이	박수를	정확히	치

는지	확인한다.	

1

3

2

14    15

[17쪽 정답]

1. fun  2. each other  3. celebration  4. limitations  5. strong  6. different  7. hand in hand  8. fun   

9. each other  10. rock  11. stuck  12. hand in hand  13. chance  14. Wave  15. hand in hand  16. chance  

17. Wave 

1, 4팀

together, all, let’s, time, 
figured, about, strong, 

way, star(s), hand(s), here, 
house, noise, arrived, see, 
reach, inside, have, wild, 
got, everywhere, world

2, 5팀

together, all, fun, right, 
dream(s), way, same, 

belong, show(s), voice, 
party, scream, stuck, know, 

fly, make, take, cats, on, 
wave, show

3, 6팀

together, all, each other, 
celebration, limitation, 

special, different, stand, 
true, rock, now, shout, 
champion, true, know, 
chance, sing, now,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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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bout ‘High School Musical!’ <

2. Compare and contrast school life in Korea and in America.

1) What are the similar things? 

2) What are the different things?

3. Write down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movie. 

1) When did the main characters me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2) What did the main characters do on the first day they met? 

3) Where did they meet again since they first met each other?

4) What does the male main character’s father do?

5) 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of the drama club and the basketball team? Why? 

1. Write down the information about the main characters in the movie.

1) What is the name of the male main character?

2) What is he good at except for singing?

3) What is the name of the female main character?

4) What is she good at except for singing?

le
ar

n
in

g
 m

at
er

ia
ls

[Workshe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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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Listen to the song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fill in the blanks. 

Together, together, together everyone 

Together, together, come on, 

let’s have some 1.

Together, we’re there for 2.  every time 

Together, together, come on, let’s do this right

Here and now it’s time for 3.

I finally figured it out (yeah yeah)

That all our dreams have no 4.

That’s what it’s all about

Everyone is special in their own way

We make each other 5.

We’re not the same

We’re 6.  in a good way

Together’s where we belong

We’re all in this together

once we know that we are

we’re all stars, and we see that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it shows

when we stand 7.

make our dreams come true

Together, together, together everyone

Together, together, come on, 

let’s have some 8.

Together, we’re there for 9.  every time

Together, together, come on, let’s do this right

We’re all here and speaking out with one voice

we’re going to 10.  the house 

the party’s on now everybody make some noise 

come on, scream and shout

We’ve arrived because we 11.  together

Champions one and all

We’re all in this together 

once we know that we are

we’re all stars, and we see that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it shows

when we stand 12.

make our dreams come true

We’re all in this together

when we reach

we can fly, know inside,

we can make it

we’re all in this together

once we see there’s a 13.

that we have and we take it

Wild cats sing along

Yeah, you really got it goin’ on

Wild cats in the house

Everybody say it now

Wild cats everywhere

14.  your hands up in the air

That’s the way we do it

Let’s get to it

Time to show the world

We’re all in this together

once we know that we are

we’re all stars, and we see that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it shows

when we stand 15.

make our dreams come true

We’re all in this together

when we reach,

we can fly, know inside, we can make it

We’re all in this together

once we see there’s a 16.

that we have and we take it

Wild cats everywhere

17.  your hands up in the air

That’s the way we do it 

Let’s get to it

Come on everyone! 

learn
in

g
 m

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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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Topic?

Extra	Reading	Materials
2학기 하반기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교과서 확장 읽기 자료를  

소개한다. Level 1 ~ Level 2에 해당하는 4개의 지문은 YBM  

교과서 본문과 연계된 내용이다. 본문 수업 후에 추가 활동으로 

독해를 하면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Level 3에 

해당하는 두 개의 지문은 현재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루는 내용

으로 자투리 시간에 나누어 주고 풀게 하면 짬짬이 수능 영어를 

알차게 대비할 수 있다.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기술이 운동을 산업화시킨다.

Reading	
Summary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 올림픽 스포츠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투자로 오직 

선진국만의 금메달 잔치로 퇴색되어 버렸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형용사절

At the Olympic Games, there is an increas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investing more and more government resources into 

sporting succes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not afford the ‘Gold War,’ 

and are just spectators in the medal race].

첫 번째 [ ]는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형용사절로 선행사 developed countries

를 수식하고 있고, 두 번째 [ ]도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형용사절로 선행사 

developing countries를 수식하고 있다.

•YBM 고등 영어(박준언) 9과 확장 리딩

LEVEL 1인간의 지능 vs. 인공 지능(AI) 

Reading	
Summary	

인간의 지능은 여러 인지 과정의 조합을 통하여 예측을 하지만, 인공 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며 암기하게 설계된 기계라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삽입절

The human brain, he argues, is designed to predict, while a mechanical brain is 

designed to memorize.

중간에 들어가 있는 ‘he argues’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삽입절이고, while은 앞의  

내용과 대조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므로 ‘반면에’로 해석한다.

•YBM 고등 영어(한상호) 8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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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LEVEL 3

Reading	
Summary	

미국의 Black Friday 시즌에 쇼핑을 하기 위해 유럽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줄을  

선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도 자체적인 Black Friday를 열어 판매를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부대상황 분사 구문

Stores around the world are adopting Black Friday, holding their own sales 

events during America’s Thanksgiving weekend to compete with American 

retailers. 

여기서 holding~retailers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다. to compete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경쟁하기 위하여’로 해석한다. 

Black Friday, 국경을 넘어서는 인기

Reading	
Summary	

동물 보조 치료는 신체적 질환이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물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전달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현재진행 수동태

Pet therapy is also being used in nonmedical settings, such as universities and 

community programs, to help people deal with anxiety and stress. 

‘is being used’는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현재진행 수동태이다. such as~programs는 

nonmedical settings를 부가 설명하는 삽입구이고, to help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

법에 해당한다.

동물 보조 치료의 장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LEVEL 3

LEVEL 2 공유 경제가 여행 및 서비스 산업에 끼친 영향 

Reading	
Summary	

실용성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Airbnb, Uber, Zipcar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행과 서비스 산업에 큰 변화가 도래했다는 글이다. 즉, 공유 경제가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as much as(~한 만큼)

The sharing economy has disrupted the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 almost 

as much as the arrival of the Internet affected the way airlines and travel 

agencies do business.

이 문장은 ‘as much as’를 기준으로 뒤 문장 만큼 앞 문장이 같은 정도의 결과를 초래

했다고 해석하면 된다. 뒤의 the way는 바로 뒤에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형태이다.

•YBM 고등 영어 I(박준언) 4과 확장 리딩

LEVEL 2세계적인 겨울 휴양지, 밴프 국립 공원 

Reading	
Summary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세계적인 국립 공원 Banff 국립 공원을 소개하는 글이다. 앨버타

의 6대 겨울 휴양지 중 3개가 Banff 국립 공원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풍경을 보

는 것만으로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재귀대명사

From November to May, the entire Banff National Park transforms itself into a 

winter playground covered in a blanket of snow. 

주어가 the entire Banff National Park이고 동사 transforms의 목적어가 주어와 같

으므로 재귀대명사 itself가 사용되었다.

•YBM 고등 영어 I(한상호) 4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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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Importance	of	Sportsmanship

② 	The	Main	Purpose	of	the	Olympic	Games	

③ 	Technology	Has	Turned	Sport	into	an	Industry	

④  How	Developing	Nations	Can	Win	Olympic	Medals

⑤  The	Correlationship	Between	Gamesmanship	and	Sportsmanship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2008, the top 20 of the Beijing Olympics medal table featured 

only two developing nations, Jamaica and Kenya. The message is 

clear: because the application of sporting technology — essential 

for success — is so expensive, medals go to the wealthy. At the 

Olympic Games, there is an increasing gap between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investing more and more government resources into sporting succes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not afford the ‘Gold War,’ and are just spectators in the medal race. 

Despite the fact that sports is essentially about fun, exercise, and competition for the 

sheer joy of it, technology only emphasizes the gap in the sporting world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① To be specific, technology, in the form of broadcasting as well 

as equipment and facilities, has helped to exacerbate this trend by turning sport into a 

business. ② Because so much money is involved, at the professional level winning has 

become the games’ main purpose. 

③ One way to win the Olympic Games 

is to join a team that has a long history 

of winning. ④ Sadly, this attitude filters 

down to the school playground. ⑤ Even 

here, gamesmanship can come before 

sportsmanship.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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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prediction	 ② 	issue	

③  potential	 ④  theory	

⑤  opinion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uman intelligence revolves around 

adapt ing  to  the  environment  us ing  a 

combination of several cognitive process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focuses on 

designing machines that can mimic human 

behavior. According to Ben Medlock of bigthink.com, the idea of human-lik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off-track since the 1950s. 

(A)  A computer would need to be exposed to a long list of pictures of different 

dinosaurs before it would be able to identify the new example because it 

functions more on memory than ____________. 

(B)  For instance, you’ve probably seen pictures of dinosaurs before and 

become familiar with the range of species. Using that evidence, if you 

were given a picture of a giant reptile, you’d probably conclude that it 

was a dinosaur, regardless of how different it looked. 

(C)  According to him, we’ve been building machines with a very different 

type of mind for some time, and the big reason behind this is the 

makeup of the human versus mechanical brain. The human brain, 

he argues, is designed to predict, while a mechanical brain is 

designed to memorize.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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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impact of the sharing economy on the labor market
②  why the sharing economy is making us more lonely
③  how the sharing economy is transforming travel
④  government efforts to fight against the sharing economy
⑤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success of the sharing economy 

6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when ....... hailing ....... as well as   
②  where ....... hail ....... as well as
③  when ....... hail ....... as much as 
④  where ....... hail ....... as much as
⑤  when ....... hailing ....... as much as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tay in someone else’s home while vacationing? Ten years 

ago, (A) when/where  Airbnb first launched, that notion 

seemed strange. Now Airbnb services 300 million consumers, 

many of whom are millennials — a generation that is more 

focused on experiencing their trips like a local than on luxury. 

Indeed, ever since the global recession, the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 has 

become fertile ground for the ‘sharing economy,’ in which smartphone-equipped 

travelers are renting apartments and rooms via services like Airbnb, (B) 

hailing/hail  rides from Uber, or getting a car for the day from Zipcar. “Clearly 

we think it’s very important right now. And we know our customers want it,” said 

Glen Fogel, CEO of Booking Holdings, the parent of online booking site Booking.

com. In its most recent quarterly report, the company reported ‘alternative’ 

room listings were up 28% and continue to be a big focus for the 

company. The sharing economy has disrupted the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 almost (C) as much as/as well as  the 

arrival of the Internet affected the way airlines and travel 

agencies do business. 
*millennials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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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8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it ....... overlooks ....... is
②  it ....... overlooking ....... is
③  itself ....... overlooks ....... is 
④  itself ....... overlooking ....... are
⑤  itself ....... overlooks ....... are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From November to May, the entire Banff 

National Park transforms (A) it/itself  into a winter 

playground covered in a blanket of snow. ② Although 

March, April, and May are the official months of 

spring, snow often falls in May. ③ Of Alberta’s six 

world-class winter resorts, three are in Banff National Park. ④ Ski Norquay is a small 

but steep hill (B) overlooks/overlooking  the town of Banff; Sunshine Village perches 

high in the mountains on the Continental Divide, catching more than its share of 

fluffy white powder; and Lake Louise, Canada’s second-largest winter resort, spreads 

over four distinct mountain faces. ⑤ Apart from an abundance of snow, the resorts 

have something else in common — spectacular views, which alone (C) is/are  worth 

the price of a lift ticket. Although the resorts operate independently, the Ski Hub 

represents all three and is the place to get information on multiday ticketing and 

transportation.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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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9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magine you’re in the hospital. Your doctor asks if you’re interested 

in the hospital’s animal-assisted therapy program and you say yes. 

Soon after that, an assistance dog and its handler visit your hospital 

room. You’re invited to pet the dog and ask the handler questions. 

After the visit, you realize you’re smiling and you feel a little less 

tired and a bit more ① pessimistic. This is called animal-assisted 

therapy which is widely offered in hospitals, rehabilitation centers,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Mayo Clinic, a nonprofit academic medical center, 

animal-assisted therapy can significantly ② reduce pain, anxiety, depression, and 

fatigue in people with a range of health problems such as dementia, cardiovascular 

diseases, and cancer. Pet therapy is also being used in ③ nonmedical settings, such as 

universities and community programs, to help people deal with anxiety and stress. 

However, animal-assisted therapy also has 

some issues regarding safety and sanitation. 

To reduce such risks, most hospitals and other 

facilities have ④ stringent rules to ensure that 

the animals are clean, vaccinated, well-trained, 

and screened for ⑤ appropriate behavior. 

10 윗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을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     (B)
①  enhances ....... recorded
③  reduces ....... supplied
⑤  deteriorates ....... invited

 

(A)     (B)
②  increases ....... prevented
④  improves ....... vaccinated

Animal-assisted therapy (A)  patients’ mental, physical,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with the aid of animals, but these animals must be well-trained and 

(B)  in advance.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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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lack Friday Spreads Beyond America’s Borders
 ②  What Black Friday Workers Do Not Tell Shoppers
 ③  How the Stock Market Is Affected by Black Friday 
 ④  Mobile Technology Predicting New Consumer Trend
 ⑤  Black Friday Causing Air Pollution and Plastic Waste 

12  윗글의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oubted   ②  ignored     
 ③  underestimated  ④  recognized     
 ⑤  increased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espite the fact that it’s just an ordinary Friday in most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shoppers are being drawn in by the heavily 

discounted prices offered by American retailers on Black Friday. 

Europeans who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day’s amazing deals are 

boarding eight hour fligh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crossing the pond 

just in time to wait in line with East Coast shoppers. Although some may 

argue that this could be an isolated incident of a few crazed shoppers, the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 has (A)  such a high demand for these overnight 

outings that packaged tours have been created, specifically catering to foreign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year’s Black Friday sales. And it doesn’t stop there. 

Stores around the world are adopting Black Friday, holding their own sales events 

during America’s Thanksgiving weekend to compete with American retailers. 

The U.K. is partaking in their fifth Black 

Friday, with the weekend’s total spending 

estimated at over $3 billion. Stores in France, 

Brazil, and Pakistan are also following suit, 

offering discounts and unbelievable prices 

on everything from clothing to electronics. 

*partake 참여하다     *follow suit 남이 한 대로 따라하다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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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최종 마무리 전략

수능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험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험 직전에 컨디션 관리를 잘하지 못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 실수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면 시험 

직전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알아보자.

2018년	11월	15일			

수능 영어 최종 마무리 전략

한 번 읽고 정답을 바로 찾지 못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한	번	읽었는데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표시해	두고	다음	문제를	먼저	풀어	본다.	고난도	문항에	집중

하다가	시간	안배를	잘못하여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보다 오답 노트를 확인하자!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지문을	읽고	푸는	것보다	틀렸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실수로	틀린	문제,	갑자기	생각나지	않은	문제,	해설을	보고서야	이해가	된	문제들을	복습해야	한다.

듣기 문항을 풀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자!

듣기	문제가	독해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듣기를	풀면서	독해	문제를	같이	보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평소	모의고사에서	듣기	문항	17개	중	4개	이상을	놓친다면	듣기와	독해를	같이	풀면	절대	안	된다.	

두	가지를	잡으려다가	쉬운	듣기	문항마저	실수로	놓치기	쉬우니	듣기	평가를	풀	때는	듣기에만	집중한다.

EBS 연계 문항을 풀 때는 조심 또 조심하자!

EBS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	연계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읽지	않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내

용으로	문제를	푸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연계	문항이어도	지문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끝까지	듣거

나	읽고	답을	고른다.

해석이 안 되면 다음 문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하자!

지문을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읽어	나가면서	의미를	유추하려고	노력한다.	앞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어도	뒷부분을	읽으면서	전체	내용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꿀팁

최상의 컨디션 유지

지금부터는	신체	리듬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능	입실	시간이	오전	8시	10분까지이고	그	시각에	

뇌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학습	순서도	수능	날에	맞춰서	

하도록	훈련한다.	수능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순으로	진행되므로	마무리	학습을	이	순서대로	하고,	점심시

간도	가능하다면	수능	점심시간과	맞추어서	먹는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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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기 문제주제 찾

유형

수능	대표

01
주제를	찾는	유형의	지문은	한	단락의	글이	하나의	중심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대부분	첫	문장

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기출	문제의	경우	첫	문장의	주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sensory-specific	satiety(감각	특정

적	포만)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를 읽고 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	주제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것들이	오답

으로	제시될	경우	혼동하기	쉽다.	글의	내용	영역을	가장	적당히	담고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한다.

02
답을 고를 때는 선택지가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가 글에 비해 지나치게 좁거나 넓지 않은  

것을 고른다.

  3행 

As	 a	 result	 of	 sensory-specific	 satiety,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they	tend	to	overeat.	

감각	특정적	포만의	결과,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첫	행에	주제어인	감각	특정적	포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3행에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과식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13행 

For	example,	subjects	who	were	presented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showed	 increased	hedonic	 ratings	 and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relative	to	subjects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예를	들어,	다른	모양의	파스타가	제공된	실험	대상자들은	한	가지	모양의	파

스타만을	먹는	실험	대상자들과	비교했을	때	증가된	쾌락	평점과	증가된	에

너지	섭취를	보였다.

→			음식에	아무리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추가적인	식사를	하게	만

드는	요인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문장이다.	글의	앞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	즉	음식의	종류가	다르면	과식하게	된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일관된	내용이다.	

기출 파악하기

•2018년 실시 수능 영어 기출

주제란 글의 내용을 한 줄로 간단히 요약한 것을 말하는데,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해마다 주제를 찾는 문제가 1~2문항

씩 출제된다. 지문을 읽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하더라

도, 매력적인 오답으로 인해 답을 고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너무 포괄적이거나 일부만 담고 있는 선택지는 유의해서 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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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주제 찾기 유형 예상 문제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Luckily for single people, with cultural trends very slowly shifting away from the expectation 

that everyone should marry, living as a single person is widely becoming seen as a normal 

lifestyle. In fact, because single people have more money to spend on themselves, not having 

to buy groceries for multiple family members or save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y have 

become a target for commercial interests and product advertisers who realize that single people 

are free to spend their money on whatever they want, and pay higher rent tha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people. This means that they are being courted by free market interests, which further 

normalizes their lifestyle. 

①  the hidden financial costs of living single 

②  importance of life planning for single people 

③  how single people can harm economic growth

④  the global trend of increasing unmarried couples

⑤  lifestyle of single people being widely accepted as normal 

2 Microplastic can move from polluted waters to new environments via flying insects which 

can be dangerous to birds and other creatures that eat the insects. Scientists put microplastics in 

mosquito larvae, and discovered that they remained inside the animals even when they became 

adult mosquitoes. The particles inside the insects can have harmful bacteria or produce toxic 

chemicals. Microplastics can be found in oceans and in many creatures around the world. They can 

even be found in tap water. They are becoming more dangerous as they are found in more places.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environments these days that don’t have microplastics contaminating 

the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Reading, UK, said “Much recent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lastics polluting our oceans, but this research reveals it is also in our skies.” 

①  microplastics spread over larger areas

②  the harm of microplastics in the oceans

③  a new threat to sea creatures

④  how microplastics are generated

⑤  the impact of microplastic on fresh water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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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One aspect of our society’s fragmentation is the gaps between sectors of our cities and 

neighborhoods; businesses, schools,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churches, and government 

operate mostly in their own worlds. Each piece is working hard on its own purpose, but parallel 

effort added together does not make a community. Our communities are separated into silos; they 

are a collection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operating near one another but not overlapping or 

touching. This is important to understand because it is this dividedness that makes it so difficult to 

create a more positive or alternative future — especially in a culture that is much more interested 

in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than in interdependence. Therefore, what we’ve got to do is to 

overcome this fragmentation in our society. 

*silo	밀폐된	둥근	탑	모양의	건물	/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기도	함

①  advantages of living in a small community

②  integration of markets for future economy

③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culture

④  individual operation of the sectors of our society 

⑤  importance of having diverse members in a society

4 Packaged goods companies and retailers have long recognized that women form the core of 

their markets. However, until very recently, big-ticket industries — automotive, financial services,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home improvement, and travel, for example — appear to have 

overlooked female customers almost entirely. Despite the fact that women represent a significant 

percentage of buyers in most of these categories — usually 40 to 60 percent — we still see almost 

exclusively male-targeted advertising. Somebody’s not watching the ‘buy‐o-meter’ carefully 

enough. By not understanding their markets, these companies are leaving money on the table. 

Consumers who could be converts if approached with the right marketing message are instead 

choosing to go over to the competition. Present and future profits are slipping through these 

marketers’ fingers like sand — very expensive sand! 

①  a role of women advertisers in the industry

②  how to make small businesses more successful

③  why marketers should target women customers

④  upcoming trends in the global advertising industry

⑤  tips to develop a new product or servic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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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Learning, thinking, and feelings are all connected because emotions trigger the brain’s 

chemical system causing the brain to release neurotransmitte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brain’s neurological pathways. When strong emotions ar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xperience, the brain releases adrenaline (a neurotransmitter), which acts as a memory fixative 

and creates a memory trace within the neural pathways of the brain. The idea that memories may 

exist physically in the brain leads educators to consider pairing positive emotions such as joy, 

curiosity, pride, or delight with learning activities. When emotions are threatening or stressful, 

the neurotransmitter cortisol may be released. This hormone can cause death of brain cells and a 

reduction in synapses in certain areas of the brain, thereby reshaping a child’s developing neural 

pathways and affecting learning potential. 

*fixative	고정제

①  effects of regulating emotions on cognitive development

②  what triggers spontaneous memories of emotional events

③  difference in how the adult brain and the child brain perform tasks

④  neurochemical reactions to emotions and their significance on learning

⑤  relationship between early brain develop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6 The use of capture, trapping, and other sampling methods plays an essential part in all studies 

on the ecology and behavior of insects in the field. Under certain favorable conditions a great 

deal of information about some aspects of insect activity can be gained from field observation 

alone. But there are obvious limitations to this when investigating other aspects of behavior, or 

when studying insects which are mainly active at night. Due to the different insects involved and 

the nature of the investigation, these capture and sampling methods have evolved along many 

different lines and proliferated into a multitude of different designs. Some of these trap designs, 

such as the light traps used for moths and the light traps used for mosquitoes, have undergone 

little alteration over the years, but in general, the design and operation of most trapping systems 

are constantly being revised, improved, and modified in light of experience. 

*light	trap	유아등(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논밭에	켜는	등불)

①  basic components of a trapping system

②  seasonal response of moths to light traps

③  evolution of insect trap and sampling methods 

④  guidelines for designing a trap for flying insects

⑤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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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Suppose I act on the basis of a mistake-free attitude. Will I reasonably expect that my action 

would be successful? No, because even if I act as reasonably as anyone in my position would, I 

may fail, because others would prevent my success. Most of the time, my success depends on the 

cooperation of others. However, other people might have different concerns or priorities. They 

may even want the same thing I want and be competitors. More is needed, therefore, before I can 

reasonably expect to get what I want, and the same, of course, is true of everyone else. We all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we live in a society and depend on the cooperation of others. Thus, if 

we’re to succeed in a society, there’s no greater skill than ‘getting along with others.’

①  difficulty of achieving cooperation in a society

②  reasons why we should accept others’ differences

③  a condition required to make one’s action successful

④  what causes us to develop concern and respect for others

⑤  decreasing moral values in people living in modern society

8 In higher education, college administrators and faculty want students who come to college ready 

to learn and ready for the rigo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On the surface, having college-ready 

students is a worthy goal. However, this assumes that most students are not ready to handle the 

rigo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In actuality, that’s not completely true. Most students aspire 

to go to college, and many have taken steps to prepare for college. While it is true that a sizable 

percentage of today’s college students struggle academically, even then, these students should have 

viable postsecondary options available to them. In this search for the college-ready student, we put 

the burden of readiness and preparation on the student, when in reality, preparing today’s students 

for the rigors of college should be a shared responsibility. Just imagine if we focused on the other 

side of that coin, and instead of seeking the ideal student, we became the ideal college. Colleges 

would be prepared for today’s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s and academic strengths and 

challenges.

*rigor	고됨,	어려움

①  disagreement about the defining qualities of an ideal student

②  reasons why students should work their way through college

③  students’ emotional instability due to increasing academic burden

④  responsibility of the college to become an ideal place for all students

⑤  increasing college access by simplifying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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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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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ment 
Like 
This

by
Kelly Clarkson

Trend 
    Fun

Pop Song

[정답]
Q1.	Yes.	/	Kelly	Clarkson은	‘아메리칸	아이돌’	첫	시즌에서	우승하여	정식	데뷔하였다.	
Q2.	No.	/	‘A	Moment	Like	This’는	‘아메리칸	아이돌’	첫	시즌의	우승자를	위해	제작된	노래였다.

Q1. Kelly Clarkson은 오디션 TV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첫 시즌의 우승자이다. Yes. / No.

Q2. ‘A Moment Like This’는 Kelly Clarkson이 직접 작곡 및 작사한 노래이다. Yes. / N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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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Kelly Clarkson은 오디션 TV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첫 시즌의 우승자이다. Yes. / No.

Q2. ‘A Moment Like This’는 Kelly Clarkson이 직접 작곡 및 작사한 노래이다.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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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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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ve Functions in a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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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움을 나타낼 때에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 봅시다.

I can’t believe it!
나는 믿을 수 없어!

     e.g. I can’t believe that I won the lottery! 

● 다음 사진을 보고, 이에 알맞은 상황을 상상하여 짝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e man?

I can’t believe it!

2. Why do you think the boy is surprised?

I can’t believe it!

[Worksheet A 정답]

if,	believe,	feeling,	tell,	come,	moment,	search,	can’t,	changes,	explain,	awake,	cherish

[Worksheet B 정답]

What,	agree,	before,	think,	when,	lifetime,	special,	wait,	remains,	tender,	till,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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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f I told you it was all meant to be? 
이건 모두 운명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Would you believe me? Would you agree? 
나를 믿어줄 건가요? 동의할 건가요? 

It’s almost that feeling that we’ve met before. 
마치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So tell me that you don’t think I’m crazy
그러니,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해 줘요. 

when I tell you love has come here and now. 
사랑이 지금 왔다고 내가 말해도.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wait a lifetime. 
어떤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오기를 평생 기다려요. 

For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search forever.
이런 순간을 위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다녀요.

For that one special kiss, 
그 특별한 한 번의 키스를 위해, 

Oh,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to me. 
아,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Everything changes, but beauty remains. 
모든 건 변하지만, 아름다움은 남아요. 

Something so tender I can’t explain.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부드러운 어떤 거예요. 

Well, I may be dreaming but till I awake.
글쎄요, 내가 깨어날 때까지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지만.

Can we make this dream last forever? 
이 꿈이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And I’ll cherish all the love we share.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wait a lifetime. 
어떤 사람은 이런 순간이 오기를 평생 기다려요. 

For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search forever.
이런 순간을 위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다녀요.

For that one special kiss, 
그 특별한 한 번의 키스를 위해, 

Oh,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to me. 
아,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Could this be the greatest love of all?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I wanna know that you will catch me when I fall. 
내가 쓰러지면 당신이 잡아 줄지 나는 알고 싶어요.

So let me tell you this. 
그러니 당신에게 이 말을 할게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Some people search forever.
어떤 사람은 영원히 찾아다녀요.

For that one special kiss, 
그 특별한 한 번의 키스를 위해, 

Oh,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to me. 
아,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순간,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Oh, Iike this. 
이런 순간이요. 

Oh,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to me. 
아,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을 말이에요. 

◎ ‘A Moment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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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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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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1

WONDER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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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  20~21쪽

[1~2]   

해석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메달 순위 상위 20위에는 개발도상국이 오직 두 

국가, 즉 자메이카와 케냐만 포함되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 

하다. 성공에 필수적인 스포츠 기술을 적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따라서 메달은 부유한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올림픽 경

기에서는 스포츠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정부 자원을 투자

하는 선진국과, ‘금메달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메달 경주에서 

참관자 역할만 하게 되는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스

포츠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재미, 운동, 그리고 경쟁임

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스포츠 세계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

의 격차를 강조할 뿐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은 장비와 시설뿐만 아니

라 방송의 형태로 스포츠를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악

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너무 많은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급

에서는 이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승리의 역사가 긴 팀에 합류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학교 운동장까지 전해진다. 심지어 이곳에서도, 게임스

맨십(경기 전술)이 스포츠맨십(운동 정신)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③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재미를 위한 것인데, 많은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기술과 결합하면서 이기는 것이 스포츠의 목적이 되어 본

질이 퇴색되어 버렸다는 내용의 글이다.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소

개하는 ③은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2 | 정답 |	③

  순수한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올림픽 경기가 기술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자본 투자로 오직 선진국만의 메달 잔치장이 되어 

버렸다. 또, 스포츠맨십보다는 기술을 통해 경기를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사업적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

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기술이 스포츠를 산

업으로 변화시켰다’이다. 

 ① 운동 정신의 중요성 

 ② 올림픽 경기의 주된 목적  

 ④ 개발도상국이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는 방법

 ⑤ 경기 전술과 운동 정신의 상관관계

[3~4]   

해석

인간의 지능은 여러 인지 과정의 조합을 이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인공 지능(AI)은 인간의 행동을 흉내  

낼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bigthink.com의 Ben 

Medlock에 따르면, 인간과 유사한 인공 지능에 대한 생각은 1950년

대 이후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C)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얼마 

동안 매우 다른 형태의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큰 이유는 기계의 뇌와는 대조적인 인간 뇌의 구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기를 인간의 뇌는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반면, 기계적인 

뇌는 암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B)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전에 공

룡의 사진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이고, 공룡의 범주에 익숙해졌을 것

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거대한 파충류의 사진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이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공룡

이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A) 컴퓨터는 예측보다는 기억에 더 기반하

여 기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를 구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공룡들의 긴 목록에 노출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⑤	

   인간을 닮은 인공 지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Ben Medlock의 주장을 소개한 뒤에, 그의 주장에 관한 설명이 

(C)로 이어지고, 인간의 뇌와 기계적인 뇌가 대비된다는 내용 뒤

에 그것에 대한 예로 인간의 뇌의 특성을 설명한 (B)가 오고, 그와

는 다른 특징을 가진 기계적인 뇌의 특성이 (A)에서 설명되는 내

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C)-(B)-(A)’이다.

4 | 정답 |	①

  (C)에서 인간의 뇌는 예측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기계적인 뇌는 

암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다.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it은 컴퓨터를 받는 대명사이고 컴퓨터는 예측보다 기억으로 기능

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① ‘예측’이다.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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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22~23쪽

[5~6]   

해석

휴가 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지낸다? 10년 전 Airbnb가 처음 시작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생각은 낯설게 느껴졌다. 현재 Airbnb는 3억 명

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다수는 밀레니얼 세대인

데, 이 세대는 사치스럽게 여행하기 보다는 현지인처럼 여행을 경험 

하는 데 더 초점을 둔다. 실제로 세계 경제 불황 이후 관광과 서비스 

산업은 스마트폰을 가진 여행자들이 Airbnb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아파

트나 방을 빌리고, Uber를 통해 차량을 부르거나, Zipcar를 통해 하루 

동안 사용할 자동차를 구하는 ‘공유 경제’의 비옥한 장이 되었다. “정

말로 우리는 이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이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온라인 예약 사이트 Booking.

com의 모체인 Booking Holdings의 최고 경영자 Glen Fogel이 말했

다.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그 회사는 ‘대안’ 객실 목록이 28% 증

가했으며 계속해서 회사의 주요 관심사라고 보고했다. 공유 경제는 

인터넷의 도래가 항공사와 여행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과 서비스 산업에 지장을 주었다.

정답 및 해설

5 | 정답 |	③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한 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숙박, 교통 등과 

관련된 여행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공유 경제가 여행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이다.

 ① 공유 경제가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

 ② 공유 경제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드는 이유

 ④ 공유 경제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노력

 ⑤ 공유 경제의 성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6 | 정답 |	⑤

  (A)는 바로 앞에 Ten years ago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으므로 시간을 받는 관계부사 when이 와야 한다.

  (B)는 주어가 smartphone-equipped travelers이고, 현재진행형 

시제에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으므로 hailing이 적절하다. 

  (C)는 인터넷이 항공사와 여행사 사업에 영향을 미친 만큼 공유 경

제가 여행과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s much as(~만큼)가 적절하다. as well as는 ‘게다가, ~뿐만 아니

라’의 의미이다.

[7~8]   

해석

11월부터 5월까지 Banff 국립 공원은 전체가 눈으로 덮인 겨울 놀

이터가 된다. (3월, 4월, 그리고 5월이 공식적으로 봄의 달이지만,  

눈은 5월에도 종종 내린다.) Alberta의 세계 정상급 겨울 휴양지 6곳 

중 3곳이 Banff 국립 공원에 위치한다. Ski Norquay는 Banff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작지만 가파른 언덕이다. Sunshine Village는 대륙 분

수령의 고산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폭신폭신한 하얀 가루 같은 눈이 

더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Lake Louise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겨울 휴양지로 네 개의 서로 다른 산면에 펼쳐져 있다. 많은 양의 눈

이 쌓여 있는 것 외에도, 이 휴양지들은 멋진 경관이라는 공통점을 가

지고 있는데, 그 경관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경치만 보고 와도 리

프트권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이다. 이 휴양지들은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지만, Ski Hub는 이 세 곳을 모두 대표하여 여러 날 동안 사

용할 수 있는 표의 구매와 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7 | 정답 |	②	

  Banff 국립 공원에 대한 소개를 담은 글이다. 따라서, 봄에 해당 

하는 계절과 5월에 눈이 종종 내린다는 내용은 글의 전체 흐름과 

연관성이 없다.

8 | 정답 |	④

  (A)는 Banff 국립 공원이 겨울 놀이터가 된다는 내용이므로, 

Banff 국립 공원을 가리키는 말이 와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

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재귀대명사 itself가 적절하다.

  (B)는 a small but steep hill을 수식하는 부사구가 와야 하므로 

overlooking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또, 절의 동사 is가 있으므로 

동사 overlooks가 오면 비문이다.

  (C)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가 spectacular views이므로 be

동사는 복수형 are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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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24~25쪽

[9~10]   

해석

당신이 병원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의사가 병원의 동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지 묻고 당신은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고 나서, 

보조견과 조련사가 병실을 방문한다. 당신은 보조견을 쓰다듬고 조

련사에게 질문을 던진다. 방문 후에 당신은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덜 피곤하고 조금 더 부정적인(→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동물 보조 치료라고 불리며, 병원, 재활 센터, 장기 

요양 시설에서 널리 제공되고 있다. 비영리 대학 의료 기관인 Mayo 

Clinic에 따르면, 동물 보조 치료는 치매, 심혈관 질환, 암과 같은 다양

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 불안, 우울함, 그리고 피로를 크

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애완동물 치료는 대학 및 지역 사회 프로

그램과 같은 비의료적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보조 치료는 또한 안전 및 위

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

해, 대부분의 병원 및 시설들에서는 동물들이 청결하고, 예방 접종을 

받고, 잘 훈련되며, 적절한 행동을 하게 심사받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다.

정답 및 해설

9 | 정답 |	①	

  이 글은 동물 보조 치료를 받은 다음 느끼게 되는 좋은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곤한 느낌이 줄고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내용이 어울리므로, ①의 ‘pessimistic(부정적인)’을 

‘optimistic(긍정적인)’으로 고쳐 써야 한다.

10 | 정답 |	④

  동물 보조 치료가 신체적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되며, 이에 따라 의료 기관 및 비의료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물 보조 치료는 안전 및 위

생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엄격

한 규칙을 갖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A)에는 ‘improves(향상시키다)’가, (B)에는 

‘vaccinated(예방 접종을 받은)’가 가장 적절하다.

[11~12]   

해석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범한 금요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외 

쇼핑객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매상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할인  

가격에 이끌려 간다. 그날의 놀라운 거래를 이용하려는 유럽인들은 

한밤중에 8시간 비행을 하여 바다를 건너 제시간에 미국 동부의 쇼핑

객들과 함께 줄을 선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몇몇 광적인 쇼핑객들

에게만 한정된 사례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은 

이런 하룻밤 동안의 여행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인식하고, 특별히 그 해

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

다. 전 세계의 가게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주말 동안 미국 소매상

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 할인 판매를 벌이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자체적으로 5번째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고 있

는데, 주말 동안의 총지출이 3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

스, 브라질, 파키스탄의 가게들 또한 의류에서부터 전자 제품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할인과 믿을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선례

를 따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1 | 정답 |	①	

  이 글에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쇼핑한다고 언급했으며,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자체적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

국의 국경을 넘어 퍼지다’이다.

 ② 블랙 프라이데이 근무자들이 쇼핑객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

 ③ 블랙 프라이데이가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④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를 예측하는 모바일 기술

 ⑤ 공기 오염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블랙 프라이데이

12 | 정답 |	④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인식하고’ 

패키지 상품 등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어울리므로 ④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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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28~29쪽

1 정답  ⑤

해석

독신자들에게 다행스럽게도, 문화적 추세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

다는 기대로부터 아주 서서히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평범한 삶

의 방식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사실, 독신자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식료품을 사거나 자

녀들의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상업적 

이익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원하는 무엇이든 간에 돈을 쓰는 데 자

유롭다는 것과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높은 집세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품 광고주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은 자유 시장의 

이해관계가 독신자들을 우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은 그

들의 생활 방식을 더욱 평범하게 만든다.

해설

독신자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 문화적 추세와 그들이 가진 비교

적 더 큰 구매력 등으로 인해 자유 시장에서 정당성을 얻고 있다는 내

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사회에서 

평범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독신자들의 생활 방식’이다.

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따른 간접적 재무 비용

② 독신자들을 위한 인생 계획의 중요성

③ 독신자들이 경제 성장에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치는가

④ 증가하는 미혼 커플의 세계적 추세 

2 정답  ①

해석

미세 플라스틱은 날아다니는 곤충을 통해 오염된 물에서 새로운 환경

으로 옮겨질 수 있는데, 이 곤충들은 자신을 먹는 새나 다른 생물들에

게 위험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모기 유충에 넣었고, 

유충이 모기로 자랐을 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모기 안에 남아 있다

는 점을 발견했다. 곤충 안의 입자들은 유해한 박테리아나 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와 전 세계의 많은 생물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들은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들은 더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고 있

다. 요즘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영국 Reading 대학교의 교수는 “최근의 많은 관심이 바

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에 쏟아졌지만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

이 우리의 하늘에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설

미세 플라스틱이 모기와 같은 날아다니는 곤충에 의해 새나 다른 생

물들에게 옮겨지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환경을 찾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

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② 바다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

③ 해양 생물체를 향한 새로운 위협

④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⑤ 깨끗한 물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

3 정답  ④

해석

우리 도시와 이웃 지역 간의 격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분열의 한 

모습이다. 기업, 학교, 사회봉사 단체, 교회, 그리고 정부는 대부분 각 

기관 내에서만 운용된다. 각각의 부문들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

심히 일하고 있지만, 유사한 노력이 함께 모인다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사일로(silo)로 분리되어 있다. 그것

은 서로 가까이에서 운영되지만 중복되거나 서로 접촉하지 않는 기관

들과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이다. 특히 상호 의존성보다는 개별성과 독

립성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문화 속에서 좀 더 긍정적이거나 대안적

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열이기 때

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

는 것은 이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다.

해설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이 개별적으로 단절되어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

나의 과제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사회 부문들의 개별적인 작동’이다.

① 작은 지역 사회에서 사는 것의 장점

② 미래 경제를 위한 시장의 통합

③ 기술과 문화의 관계

⑤ 사회 내에 다양한 구성원을 갖는 것의 중요성

Resources 수능 영어: 주제 찾기 유형 예상 문제

정답 및 해설

매거진 11월-고등(1026).indd   45 2018. 10. 26.   오후 3:43



4 정답  ③

해석

포장 소비재 회사들과 소매상들은 여성들이 그들 시장의 핵심을 형성

한다고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자동차, 금융 서비

스, 컴퓨터, 가전제품, 주택 개조, 여행과 같은 고가 산업들은 여성 고

객들을 거의 완전히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이러한 부문의 대

부분에서 구매자 중 상당 부분(주로 40에서 60퍼센트)을 차지하고 있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남성을 대상

으로 하는 광고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구매 미터(buy-o-meter)’를 주

의 깊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들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영업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한다

면 전향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다. 현재와 미래

의 이익이 모래처럼, 그것도 매우 비싼 모래처럼 판매 담당자들의 손

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해설

여성 고객이 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시장의 현상을 설명한 글이다. 그

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판매 담당자들이 왜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이다.

① (광고) 산업에서 여성 광고주들의 역할

② 작은 사업체들을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법

④ 다가오는 세계 광고업계의 추세

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언들

LEVEL 2  30쪽

5 정답  ④

해석

학습, 사고, 그리고 감정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감정이 뇌의 

화학 체계를 자극하여 뇌신경 경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

달 물질을 방출하게 하기 때문이다. 강한 감정이 특정 경험과 연관되

어 있을 때,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방출하는데, 그것은 

기억 고정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경로 내에 기억 흔적을 만들어 낸

다. 기억들이 물리적으로 뇌에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교육자들

이 기쁨, 호기심, 자부심, 또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학

습 활동과 결합시키게 만들었다. 감정이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

는 형태일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코르티솔이 방출될 수 있다. 이 

호르몬은 뇌세포의 사멸과 뇌의 특정 영역에서 시냅스의 감소를 야기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린이의 발달하는 신경 경로의 형태를 바꾸고 

학습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감정은 뇌의 화학 체계를 자극해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

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감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경 

화학적 반응과 그것이 학습에 주는 의미’이다.

① 감정 조절이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② 감정적인 사건에 대한 자발적인 기억을 촉발하는 것

③ 어른의 뇌와 아이의 뇌가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차이

⑤ 초기 뇌 발달과 학업 수행 간의 관계

6 정답  ③

해석

포획, 덫 놓기, 그리고 다른 표본 수집 방법을 쓰는 것은 현장에서 곤

충들의 생태와 행동에 관한 모든 연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정

한 우호적인 조건에서는 현장 조사만으로 곤충 활동의 몇몇 측면에 

대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행동 측면을 조

사할 때나 주로 밤에 활동하는 곤충을 연구할 때는 명백한 한계가 있

다. 관련된 다른 곤충들과 조사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포획과 표본 

수집 방법은 많은 다른 분야를 따라 발전했고 수많은 다른 형태로 급

증하였다. 나방이나 모기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유아등과 같은 일부 

덫 설계는 지난 수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덫 체계의 형태와 운영은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향

상되고 개선되고 있다.

해설

현장 조사에서 덫을 사용하는 곤충 표본 수집 방법이 일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서 설계가 수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곤충 덫과 표본 수집 

방식의 진화’이다.

① 덫 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

② 유아등에 대한 나방의 계절적 반응

④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기 위한 덫의 설계를 위한 지침

⑤ 양적 연구의 강점과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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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31쪽

7 정답  ③

해석

내가 실수 없는 태도로 행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의 행동이 성공적

일 거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들이 나의 성공을 막아서 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

우, 나의 성공은 다른 이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은 다른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원하

는 것과 같은 것을 바랄 수도 있고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기까

지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데,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사회에서 살고 다른 이들의 협력

에 의존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

기 위해서는 ‘타인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다.

해설

아무리 실수 없는 태도로 행동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행동이 성공적

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한 사람의 행동이 성공

적이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다.

① 사회에서 협력을 달성하는 것의 어려움

②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④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존경이 생기게 하는 요인

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줄어들고 있는 도덕적 가치

8 정답  ④

해석

대학 교육에서, 대학 행정가와 교수들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중등 과정 후의 교육의 혹독함에 준비되어 있

기를 원한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에 준비된 학생들을 받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등 

과정 후의 교육의 고충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 

실제로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열망하고, 대학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오늘날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

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중등 과정 이후 그들에게 맞는 실용적인 교

육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대학에 준비된 학생을 찾는 이 과

정에서, 우리는 준비와 대비의 짐을 학생들에게 지우는데, 실제로는 

대학의 혹독함을 위해 오늘날의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공동의 책

임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동전의 다른 면에 집중해서, 이상적인 학

생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이상적인 대학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배

경과 학력, 그리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

된 대학 말이다.

해설

대학에서는 대학 과정에 준비된 학생을 모집하기를 원하지만, 대학도 

모든 학생을 위해 준비된 장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

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모든 학생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되기 위한 대학의 책임’이다.

① 이상적인 학생의 자질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쟁

② 학생들이 돈을 벌어가면서라도 대학을 나와야 하는 이유

③ 증가하는 학업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정

⑤ 대학 입학 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학 접근성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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