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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학 후 2014년 겨울, 필자는 의정부에 있는 동암중학교로 

발령받았다. 그새 학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었고, 그 

중심에 ‘자유학기제1)’라는 생소한 교육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

었다. 처음 접하는 교육과정이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1학년 

부장으로서, 그리고 영어 교사로서 2년간의 자유학기제 경험은 

교사인 나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때 

했던 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는 도전 정신도 생겼다. 다음은 필자

가 2년 동안 했던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을 소개하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영어 수업을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연계하고 녹여

낼 수 있는지를 교사들과 나누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와 영어 수업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

기 시험, 즉 총괄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수업 중에 수행평

가 및 과정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총괄평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큰 부담감을 생각하면 자유학기제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

은 참 고마운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교사에게도 해

당한다. 물론 수시평가로 인해 업무는 많아질 수 있겠으나 시험 

위주가 아닌 활동 위주의 과정평가로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고, 학생들의 숨은 능력도 이끌어 내면서 교사로서의 보람

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준비는 2월 신학기 준비 기간 동안 영어 교사들이 모여 교

육과정을 과감하게 재구성하며 시작한다. 1년 농사를 짓기 위한 

씨를 뿌리는 일이므로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

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혁신 수업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트

워크를 구축한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

들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면 이를 수업에 적용했을 때 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같

이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원칙을 따르며 내용을 공유한다. 자유학기제는 수행평

가, 과정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수시

로 평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음은 필자가 자유학기제 동안 

영어 교과 프로그램으로 적용한 수업 방식이다.   

1) 교육부(www.ggoomggi.go.kr)의 자유학기제 정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

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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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에서의 적용



 Teacher in Role(역할 속의 교사) 기법

 Tableau(정지 장면 연출) 기법

영어 교과 프로그램: 드라마 기법의 활용

교과 수업 중 과정드라마(process drama) 기법을 적용해 보았다. 과정드

라마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연과 결과물 위주의 ‘product drama’

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업 중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연극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Tableau’, ‘Teacher in Role’ 그리고 

‘Reader’s Theater’ 기법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기

법의 의미, 사례,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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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적용	사례 느낀	점

•  교사가 역할 속으로 들어가는 기법이다.

•  학생들에게 교사가 소품(스카프, 모자)

을 몸에 걸치면 그때는 교사가 아니라 

상황 속의 인물이 됨을 알려 준다. 즉, 

소품은 교사와 학생이 즉흥극 상황 속

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  친구들과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해 주는 

글의 ‘post reading’ 활동에 적용  

 1)  모둠별로 A4 용지를 배부하기

 2)  교사는 모자를 쓴 다음, 고민이 있는 

친구 역할을 담당하기

 3)  학생들은 친구(교사)가 말하는 고민

을 잘 듣고 종이에 받아 적기

 4)  모둠별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을 정리하기

 5)  한 모둠씩 나와서 정리한 조언을 친

구(교사)에게 말하기 

•  고민을 듣고(listening) 본문을 다시 읽

으며(reading), 조언을 쓰고(writing), 

즉흥극을 하면서(speaking) 언어의 4

가지 기능을 모두 학습할 수 있었다. 

•  상황극을 하기 위해 “What’s wrong?”, 

“What happened?”와 같은 표현을 쓰

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의미 적용	사례 느낀	점

•  모둠원들이 이야기의 

한 장면을 정지 장면으

로 표현하는 연극 기법

이다.

▶ 반려동물에 대한 글을 읽고 ‘post reading’ 활동에 적용 

 1)  각 모둠원에게 글의 한 페이지씩 배정하기 

 2)  모둠원들이 담당 페이지를 읽은 후, 글 내용의 한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구성하고 각자 대사를 하나씩 정하기  

 3)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학생들에게 생소한 이 활동이 가능할까 싶지

만, 학생들의 창의력은 교사의 의구심을 뛰어 

넘는다. 어떤 모둠의 경우에는 간단한 즉흥극

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활동 참여가 중요하므

로 각 모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Oh, no!
What’s wrong 

with him?

He is so sick.

Will he be okay?



재능 기부의 적용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IGSE) 대학원생들의 재능 기부가 

있었다. 대학원 학생들이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석사 논문 

작업을 위해 필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 왔다. 학교 관리자분

들과 상의하여 그들의 재능 기부를 허락하였고 덕분에 학

생들은 연극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부터 ‘창작 영어 연극 수업’을, 그 외 다른 학생들로부터는 ‘영문법 수

업’, ‘프로젝트 수업’ 등 소규모의 다양한 영어 수업을 듣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물론 각 수업마다 본교 

지도 교사가 같이 참관하며 수업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고, 교사들도 새로운 방식의 여러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의 경험이 필요한 영어교육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재능 기

부 차원에서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 그리고 그 후 

2015년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때 접한 학생들이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1학년

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며 예

의가 바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유학기제가 준 여백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

여 역할을 한 것일까?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

은 기우가 아니었을까 싶다. 1년이 지나서 옛 제자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물어 봤을 때, 한 명

은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었고 다른 한 명은 진로 방향만 설정하

였으며, 마지막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하였

다. 물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찾

아 준다는 것은 교사의 과욕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학생

들에게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리고 무엇을 하면 가치가 있을지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Reader’s Theater(낭독극) 기법

의미 적용	사례 느낀	점

•  낭독극으로 대본을 보면서 하는 연극이다.

•  대본을 암기하지 않아도 되어서 부담 없

이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법 요소 중 최상급 표현을 가르친 후 최

상급 표현 학습을 위한 대본 ‘Who Was 

King?’을 낭독극 무료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모둠

별로 연습 후, 발표하게 한다.

연극은 학생들이 대사를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있지만, 낭독극의 경우에는 보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시도할 수 있다. 한 모둠의 

경우, 소품을 준비하라는 지도도 없었는데 자발적

으로 준비해서 발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Who Was King
CHARACTERS	(5)																	NARRATOR	1																	NARRATOR	2																	WHALE		
																																																																			ELEPHANT																												RABBIT

N	1:		 	 A	BIG	WHALE	LIVED	IN	THE	WATER.	HE	WAS	A	VERY	BIG	WHALE.

WHALE:	 	I	AM	THE	BIGGEST	WHALE	IN	THE	WATER.	I	AM	THE	BIGGEST

	 	 WHALE	IN	THE	WORLD.		I	AM	KING	OF	ALL	THE	WORLD!

N	2:		 	 HE	SAID.

N	1:		 	 ONE	DAY	THE	WHALE	LOOKED	OUT	OF	THE	WATER.	HE	SAW	A	BIG

	 	 ELEPHANT.	THE	WHALE	LOOKED	AT	THE	ELEPHANT.	HE	LOOKED

	 	 AT	THE	ELEPHANT'S	BIG	HEAD.	HE	LOOKED	AT	THE	ELEPHANT'S

	 	 BIG	FEET.

출처: www.teachingheart.net/readersthea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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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수업을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

앞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소개하였다. 모든 활동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입시 준비와 총괄평가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

지만 1, 2차 평가 후에 활용이 가능하고, 수업 중이라면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 중심의 영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연극 기법을 도입한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필자

가 고등학교로 전근 온 후 주로 활용한 연극 활동인 ‘Reader’s Theater’를 소개한다. 

필자의 경우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활동 내용을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사항과 특이사항에 기록하였다. 또한 관람 태도도 중요하기에 상호 평가지를 만들어서 최고의 모

둠을 선정했고, 개별 학생이 잘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우리 반 연기 스타’도 학생들이 선정하게 하였다. 이 

모든 내용은 교사의 평가 의견과 함께 생활기록부에 반영하였다. 

자유학기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디딤돌

동료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처음에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연극 활동을 수업에 적용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경우 필자의 교수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개한 활동들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니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란다. 자유학기제를 노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유학기

제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기본 교과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

만 토론과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

하다. 주제선택 프로그램 선정 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하여 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개

설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설 희망을 확인하여, 다음 분기에라도 개설될 수 있게 학교와 교사들

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올해면 

4살이 되는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한 단계이다. 하지

만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

며 키워 나갈 만한 가치가 충분한 교육과정이다. 자

유학기제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진로 탐색을 통

해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씨를 뿌리고 고등학

교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여 꽃을 피울 수 있게 돕는 교육

과정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모둠별로	발표	및	동료	평가하기3
차시

모둠	구성	및	모둠별로	낭독극	연습하기2
차시

1
차시

‘Reader’s	Theater’	소개	및	낭독극	활동을	

위한	대본을	받고,	큰소리로	읽으며	내용	

파악하기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영화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As natural as breathing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본다? 학생들은 바로 공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즐길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에는 다양한 영어 학습 요소가 가득하다는 사실! 영화에 집중할수록 생생한 영어 표현에도 몰

입하게 된다. 학생들의 학습 거부감도 낮추고 영어에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방법, 바로 영화를 활

용한 영어 학습이다.

A NUMBER OF REASONS
WHY FILM IS AN EXCELLENT TEACHING AND LEARNING TO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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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l situations outside the classroom
  NASA의 직원이 되어 보고, 1960년대의 미국도 방문해 보자! 영화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상

황 및 시대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교실 밖 세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상황마다 달라

지는 영어의 다양한 사용을 경험하게 하자. 이를 통해, ‘World Englishes’를 자연스럽게 이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2

 I just can’t wait!
  영화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활동에 따라 조금씩 보여주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설렘과 기

대감을 갖게 된다.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므로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 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이전 영화 장면을 상기

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업 효과만은 확실하다!

4

 Wanna, gonna, gotta!
  영화를 통해 구어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과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왜 문어체와 구어체가 서로 다른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학생

들과 함께 영화 속 구어체를 찾아보고, 역할극을 해 보며 구어체에 익숙해져 보자. 

5

 Anyone can make it! 
  영어 실력이 높고 낮은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영

어를 잘 못하니까 안 해.”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영화 내용을 따라가며 자연스

럽게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영화의 자막을 끄더라도, 영상만을 보고 내용을 추측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6

 Beyond the limits of thought
  영화의 소리를 끄고 정지된 장면만 보게 하자.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장면의 내용이 

무엇일지 써 보게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모둠별로 상

상한 이야기를 공유해 보는 것도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다. 영화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 도구이다.

7

 Enjoy various and fun activities!
  영화를 활용한 무궁무진한 활동을 만나 볼 수 있다. 영화 대본, 줄거리, 배경 음악, 관련 기사 

등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보자. 영화 속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학급만의 새로

운 결말을 도출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영화 한 편에서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학습 자료로 

영화를 이용해 보자. 

8

 What your gestures are saying 
  “I’m happy for you!”는 무슨 의미일까? “정말 잘 되었네요!”라는 축하의 말로 해석할 수 있

지만, 화자의 표정과 몸짓에 따라 비웃음, 무관심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특히 상황별로 사용

하는 몸짓이 문화권마다 다르므로 각 몸짓에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 속에는 무궁

무진한 상황이 등장하므로, 학생들은 영화로 살아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 

3



wonderful activities
영화 ‘wonder’를 토대로, 학습 단계별 다채로운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수업의 환경에 적합한 활동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해 보자.

영화 ‘wonder’는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 맺음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로

가 되는 영화이다. 주인공 Auggie는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남다른 외모를 가진 10살 소년

이다. 가족의 품에서 한 걸음 걸어나가 학교생활을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학급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따뜻한 응원과 Auggie의 

멋진 내면을 알아차린 친구들 덕분에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

는 미국 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학교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또, 배우들의 발음이 듣기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듣기 연습

에도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올곧은 태도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준다. 이는 인성 교육에 접목하기에도 유용하다.  

Pre-stage(Worksheet 1) while-stage(Worksheet 2,3,4) Post-stage(Worksheet 5,6)

영화 포스터 묘사하기

예고편 보며 예측하기

단어 뜻 추측하기

영화 내용 이해하기

교훈의 의미 그리기 주인공 Auggie에게 편지 쓰기

‘Acrostic Poem’으로 감상평 쓰기

인스타그램 게시 글 만들기

wonder

: :  Pre-stage : :

How	to	do	it	

1.	 	짝과 ‘artist’와 ‘speaker’로 역할을 나눈 다음, ‘speaker’에게 영화 포스터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5분 동안 ‘speaker’는 포스터를 영어로 묘사하고, ‘artist’는 포스터를 그린다.  

3.	‘artist’가 그린 포스터와 실제 포스터를 비교해 본다. 

 e.g.  Speaker: There is a boy in the middle of the movie poster. He is wearing a helmet. 

[ Tips ]

1.	 ‘speaker’ 역할은 영어 학습 수준이 더 높은 학생이 맡게 한다. 

2.	‘artist’는 영어 혹은 우리말로 질문을 하며 포스터를 그리게 한다. 

 e.g.  Artist: Is he sitting or standing? 

영화 포스터 활동 (자료: Worksheet 1 A번)



: :  While-stage : :

How	to	do	it	

1.	영화 속 담임 선생님이 제시한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너의 행동은 곧 너의 비석이다).”를 칠판에 쓴다.

2.		선생님은 위 교훈에 걸맞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학생별로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 다음, 그림으로 묘사하게 한다.

	 e.g.  학생 A:			막내 동생이 수학 숙제를 어려워할 때 옆에서 도와주었다. 수학 숙제를 다 해낸 동생에게 칭찬을 해 주었더

니,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수학 성적도 오르게 되었다. 

3.		영어로 간략하게 교훈의 의미를 쓰게 한다. 영어 작문을 어려워하는 경우, 우리말로 쓰고 친구 혹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

게 한다.  

교훈의 의미 그리기 활동 (자료: Worksheet 4)

How	to	do	it	

1.	자신이 Auggie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지 모둠별로 이야기하게 한다.

2.		편지 쓰기 활동 전에 목표 문장 구조(If I were you, I would ... )를 설명해 준다.

3.	학생별로 Auggie를 친구라고 생각하며 편지를 쓰게 한다.

[ Tips ]

1.	영어로 작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인터넷 번역 기능을 사용하게 한다. 

2.	편지는 Auggie를 공감, 위로, 조언하는 목적으로 쓰게 한다. 

Auggie에게 편지 쓰기 활동 (자료: Worksheet 6)

How	to	do	it	

1.	 	인스타그램에 영화를 추천하는 게시 글을 포스터로 만들게 한다. 이때, 해시태그(#)도 달

아 실제처럼 꾸미게 한다.

2.	모둠별로 포스터를 돌리며 게시 글에 댓글을 달게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 글 활동

How	to	do	it	

1.	영화 제목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영화 감상평을 작성하게 한다.

2.	완성한 다음, 학급에 게시하여 가장 인상 깊은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 Tips ]

1.	 	반드시 영화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감상평으로 구성하게 한다.

2.	6개의 알파벳을 이용한 문장이 일관된 내용으로 연결되게 한다.

3.	문장을 쓰기 어려워하는 경우, 감탄사를 사용하되 반드시 감탄사 뒤에 다른 문장을 덧붙이게 한다.

 e.g.  W: Wow! It’s so amazing.  

‘Acrostic Poem’ 활동 (자료: Worksheet 5)

: :  Post-stage : :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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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ing the Movie ‘wonder’ <

	Auggie	 •	 •	You are not ugly, Auggie.

	Auggie’s mom	•	 •	You’re the toughest kid in that school. Show them.

	Auggie’s dad	 •	 • I know I’m not an ordinary 10-year-old kid.

	Olivia	 •	 •	I know you don’t always like it, but I love it.

B  영화 예고편을 본 다음, 각 등장인물이 한 말을 연결해 봅시다.

[Worksheet 1]

(‘Speaker’는 포스터를 영어로 묘사하고, ‘Artist’는 포스터를 그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Speaker: Artist: 

A  짝과 함께 역할을 나눈 다음, 포스터 그리기 활동을 해 봅시다.

* 예고편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giK1gQKg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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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Teacher

In order for any of us to see, we need ① . 

So, right now, light is bouncing off this card traveling through the  

② , through the glass, to your eye. 

But what if we ③ water?

All Whoa! (Chuckles.)

Teacher

Any time light passes from one material or medium to another,  

it ④ . 

This bending of light is also known as ...

Auggie ⑤ .

Teacher Very good, Auggie. Jack, you okay?

Jack Yeah, yeah, refraction.

Teacher Good. ⑥  your desks. Pop quiz.

B  영화를 다시 보고, 단어 카드의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1. 과학 시간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① 빛의 굴절 ② 공기의 순환 ③ 눈의 기능

2. 다음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써 봅시다.  

 1) 추가하다: a  2) (책상 등을) 치우다: c

 3) (방향이) 구부러지다: b  4) (빛, 소리 등의) 굴절: r

C  영화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Scene 1  과학에서 두각을 보이는 Auggie < 	34:42—38:08

A   단어 카드를 자른 다음, 영화를 보며 들리는 순서대로 배치해 봅시다. 그 다음, 각 단어의 뜻을 유추하여 
발표해 봅시다.

air refraction bends

clear light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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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3]

Julian

( does / really / It / like / him / look ). 

→ ① 

This part, right? I mean, he’s always ② r  me of, like, the 

shrunken head, you know?

Amos Or an orc.

Julian Yeah. If I looked like him, I’d swear I’d put a hood over my face every day.

Jack If I looked like him, I think I’d ③ k  myself.

Julian Why do you ④ h  out with him so much, Jack?

Jack
I dunno. Tushman asked me to be his welcome buddy and now he just  

⑤ f s me around everywhere. 

Julian Well, that must stink!

B  영화를 보며 친구들의 대사를 듣고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1. Auggie의 핼러윈 복장(costume)은 무엇인가요?

 ① Batman        ② Ghost face        ③ Mummy

2. 위 장면에서 Jack이 Auggie와 어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Because Tushman asked Jack to be Auggie’s w  b . 

C  영화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Scene 2  핼러윈에 벌어진 일 < 	44:21—45:46

A  영화를 보며 Auggie의 대사를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       ) For me, Halloween is the best holiday in the world.

(       ) But on Halloween, I walk with my head up high.

(       ) It’s so awesome when I’m wearing the costume!

(       ) He didn’t even know who I was.

(       ) I usually walk with my head down to avoid being seen.

(       ) It’s so cool.

(       ) I don’t even know who that was.

(       ) Especially because people don’t like to touch me because they think I’m contagio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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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4]

A   다음 교훈이 어떤 의미인지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Mr. Brown

New precept. Your deeds are your monuments(너의 행동은 곧 너의 비석 

이다). Archaeologists found these words inscribed on the walls of an 

ancient Egyptian tomb. Can anybody tell me what they mean? Summer?

Summer
Oh, uh... I think it means that the things we do are the things that matter 

most.

It means that 

.

B  위 교훈에 걸맞은 경험담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 교훈의 의미를 영어로 써 봅시다.

>  Scene 3  Brown 선생님의 교훈 < 	01:06:40—0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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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5]

Class:    Name: 

•영화 제목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 영화 ‘wonder’의 감상평을 써 봅시다. 

W

O

N

D

E

R

> Acrostic Poem of ‘wonder’ <



Class:    Name: 

learn
in

g
 m

aterials

[Worksheet 6]

> Writing a Letter to Auggie <

A   Auggie가 나의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정리한 다음, 그에 알맞은 영어  
단어 및 표현을 찾아 써 봅시다.

B  Auggie에게 영어로 편지를 써 봅시다.

Dear Auggie, 

With love,



fantastic activities
영화 ‘Hidden Figures’를 토대로, 학습 단계별 다채로운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수업의 환경에 적합한 활동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해 보자.

영화 ‘Hidden Figures’는 학생들에게 꿈을 향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세를 일

깨워주는 영화이다. 영화 배경은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계획을 실행하던 시기로, 이 계획

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흑인 여성 3명을 조명한다. ‘인간 컴

퓨터’라고도 불리던 Katherine Johnson, 훌륭한 리더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Dorothy Vaughan, NASA의 최초 

흑인 여성 엔지니어인 Mary Jackson이 흑인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에 용감하게 맞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학생들이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흑인 여성은 백인과 같은 화

장실도 쓸 수 없었던 차별적 대우를 보며 인종과 성차별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Pre-stage(Worksheet 1,2) while-stage(Worksheet 3,4) Post-stage(Worksheet 4)

영화 포스터 분석하기

단어 타이포셔너리 만들기

대사 해석하기

문제 만들기 

역할 놀이하기

 주인공 복장 그리기 

메신저 대화 구상하기 

스크래치 포스터 만들기

: :  Pre-stage : :

How	to	do	it	

1.	짝과 함께 포스터를 살펴보며 문제를 풀게 한다. 

2.	짝과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게 한다. 

[ Tips ]

1.	 ‘Worksheet 1’은 영화 포스터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컬러로 인쇄하여 배부하면 좋다. 

2.	정해진 정답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격려한다.

영화 포스터 활동 (자료: Worksheet 1 A번)

H i D D e n  f i G U R e s



: :  Post-stage : :

How	to	do	it	

1.	Katherine이 인종 차별을 겪은 다음, 어떤 기분이었을지 짝과 생각하게 한다.

2.	짝과 Katherine의 입장이 되어 친구와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 나누었을 대화를 구상하게 한다.

3.	대화 내용을 정리한 다음, ‘Worksheet 4’의 B번에 쓰게 한다.

4.	몇몇 짝을 지정하여 발표하게 한다.

[ Tip ]

영어 작문을 어려워하는 경우, 우리말로 정리한 다음 인터넷 영어 사전을 이용하게 한다.

메신저 대화 활동 (자료: Worksheet 4 B번)

: :  While-stage : :

How	to	do	it	

1.	해당 장면(01:01:49–01:02:50)을 본 다음, 짝과 함께 ‘Worksheet 4’의 A번 대사에서 복장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게 한다.

2.	짝과 상의하여 Katherine의 근무 복장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3.	가까운 모둠과 그림을 공유하여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주인공 복장 그리기 활동 (자료: Worksheet 4 A번)

How	to	do	it	

1.	스크래치 종이를 학생당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영화를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정하고, 감상평을 정리하게 한다.

3.	스크래치 종이에 장면과 감상평을 그리게 한다.

4.	완성한 작품은 교실 벽에 붙여 전시한다. 

[ Tip ]

포스터 내용을 미리 연필로 구상해야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다. 실수가 생

기더라도 종이를 바꾸지 않고 작업하다 보면, 더 새로운 포스터가 되므로 

교환 없이 진행하는 게 좋다.

스크래치 포스터 활동

16    17

How	to	do	it	

1.	짝과 함께 ‘Worksheet 2’의 A번에 제시된 단어의 우리말 뜻을 쓰게 한다. 

2.	선생님은 단어 철자를 그림으로 꾸며 뜻을 나타내는 타이포셔너리에 대해 설명한다.

3.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단어 타이포셔너리를 완성하게 한다. 

단어 타이포셔너리 활동 (자료: Worksheet 2 A번)



le
ar

n
in

g
 m

at
er

ia
ls

> Introducing the Movie ‘Hidden Figures’ <

C  영화 포스터와 문구를 토대로 영화 ‘Hidden Figures’의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Genius has no	 .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Strength has no	 .	강인함에는 성별이 없으며. 

Courage has no	 .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B  다음은 영화 포스터에 나온 문구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구를 완성해 봅시다.

[Worksheet 1]

A  다음은 영화 ‘Hidden Figures’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포스터 상단의 ‘Based on the untold 

true story’는 무슨 뜻일까요? 

2	  ‘figure’는 ‘숫자’,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제목 ‘Hidden Figures’는 무슨 뜻일

까요?

3	 	포스터의 여성 3명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힌트: 바닥과 배경) 

race        limit        gender[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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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 Words and Sentences <

A   다음 단어 옆에 우리말 뜻을 써 봅시다. 그 다음, 단어 철자를 이용하여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타이
포셔너리를 완성해 봅시다.

figure teeth

shoe civil

hidden pretend

B  다음 단어들을 알맞게 재배열하여 영화 대사를 완성해 봅시다.

1. life		/		shoe		/		worth		/		your		/		No		/		is

	 (그 어떤 신발도 당신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지는 않아.)

	 .

2. get		/		a	chance		/		have		/		we		/		ahead		/		time		/		Every		/		to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결승선을 옮겨.)

	 ,	they	move	the	finish	line.	

C  다음 영화 대사의 뜻을 해석해 봅시다.

1.	 You	are	all	teeth,	right	now.

	

2.	 Civil	rights	ain’t	always	civil.

	



le
ar

n
in

g
 m

at
er

ia
ls

A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그 다음,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해 봅시다.

1. Mr. Harrison의 성격을 추측하게 만드는 대사에 밑줄을 친 다음, 그의 성격을 예상하여 써 봅시다.

 

2. ‘custodian’은 무슨 직업인가요? 

 

B  위 대화를 토대로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C  위 대화를 토대로 Katherine에게 해 주고 싶은 한 마디를 써 봅시다. 

[Worksheet 3]

corner              expect              bit              keep              emptied              settled

[보기]

Sam (쓰레기통을 Katherine에게 건네면서)	This wasn’t ①  last night.

Katherine (어이없어하며)	I’m sorry. I’m not the ... custodian.

Katherine의 말은 듣지 않고 Sam은 무시하는 태도로 지나가 버린다. Katherine은 비서 Ruth에게 가서 자

신이 왔다고 말한다.  

Katherine (조심스럽게)	Excuse me, ma’am, Mr. Harrison’s Computer reporting.

Ruth
(일하면서)	 	Take the desk in the ② .  

I’ll get you work in a ③ . 

Ruth는 Katherine이 흑인인 것을 보고 정색한다. 

Ruth
(무심하게)	 	Mr. Harrison won’t warm up to you, don’t ④  it.  

Do your work, ⑤  your head down. 

Katherine (어리둥절해하며)	Thank you.

Ruth (거만하게)	Go on. Get ⑥ .

[역할 담당]

Sam:	 							Katherine:	 							Ruth:	

>   Scene   Katherine의 새로운 업무 < 	16:3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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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B
e K

atherine!  <

A
  다

음
 대

사
를

 듣
고

, K
ath

erin
e의

 복
장

을
 그

려
 봅

시
다

.
B

  위
 장

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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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

erin
e이

 친
구

와
 이

야
기

를
 나

눈
 대

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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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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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구

와
 어

떤
 대

화
를

 나
누

었
을

지
 내

용
을

 채
워

 봅
시

다
.

Picture that, M
r. H

arrison. M
y uniform

, skirt below
 the knees and m

y 

heels and a sim
ple string of pearls. W

ell, I don’t ow
n pearls. Lord 

know
s you don’t pay coloreds enough to afford pearls. 

	0
1:0
1–4
9
—
0
1:0
2
:5
0

H
ow

 are you, Katherine?



영어 지문을 재미있게 활동하며 읽는 방법! 
Resources Reading Plus

연계 활동   나의 경험담을 토대로 문장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지문을 읽으며 ‘The cave you fear to enter holds the treasure you seek.’ 문장을 

칠판에 적어 보자. 짝과 함께 위 문장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경험담 중 위 

문장에 어울리는 사례를 찾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다. 적절한 사례를 떠올리기 어

려운 경우, 주변 인물 혹은 유명인의 사례를 이용해도 좋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

기와 문장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되므로, 문장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꿀팁! 
LEVEL

1-2

연계 활동   사과 편지 쓰기

지문을 읽은 다음, 짝과 함께 가족 혹은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하게 한

다.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말로 정리한 다음, 영어로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 해 보자. 사과하는 표현을 지문에서 찾고, 지문에서 찾기 어려운 단어나 표현은 영

어 사전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게 한다.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짝과 바꾸어 읽어 보며, 

편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과 편지를 읽는 것뿐

만 아니라 직접 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아들의 사과 편지
LEVEL

1-1

•YBM 중1 영어(송미정) 2과 확장 리딩

Reading 
Plus

읽기 학습을 재미있는 활동과 연결시켜 보자. 학생들이 중심

이 되어 활동을 하다 보면 영어 지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게 할 수 있다. ‘Reading Plus’ 코너에서는 지문의 주제나 내

용에 알맞은 활동을 제시한다. 읽기 수업 전, 도중, 혹은 후에 

10분 정도 할애하여 학생 중심 활동을 진행해 보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게 지문은 Level 1부

터 Level 3의 수준으로 각 2개씩 제시했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소재와 이에 적합한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어 

읽기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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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활동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 포스터 만들기

지문을 읽은 다음, 모둠별로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게 하자. 각자 알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선택

하여 포스터를 만들게 한다. 포스터를 꾸며 완성하고, 교실 벽에 포스터를 

붙여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

시한 포스터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할 수도 있다. 

춘곤증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
LEVEL

2-2

연계 활동   단어 뜻을 문맥 속에서 추측하기  

지문을 읽기 전, 짝과 함께 지문을 훑으며 모르는 단어 5개를 선택해 동

그라미 표시를 하게 하자. 빈 종이에 단어 5개를 쓴 다음, 각 단어의 뜻

을 앞뒤 문장과 주어진 사진을 토대로 추측하게 한다. 정확한 뜻을 모르

더라도 최대한 추측하여 의미를 써 보게 하자. 단어의 뜻을 추측한 다음, 

지문을 읽으며 추측한 뜻이 맞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부활절의 상징, 달걀과 토끼
LEVEL

3-2

연계 활동   영화 ‘Like Stars on Earth’의 새로운 제목 짓기

지문을 읽은 다음, 모둠별로 영화 제목을 새로 지어 보게 한다. 영화 제목을 짓

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 주면 활동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제

목에서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지 나타나면 좋고, 제목을 통해 내용이 추론되면 

관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해 준다. 모둠별로 새로 지은 영화 

제목을 발표하게 하자. 영화를 한 문장으로 짧게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영어의 

함축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 
LEVEL

3-1

•YBM 중1 영어(송미정) 1과 확장 리딩

연계 활동   ‘Class Afloat’이 무엇일지 추측하기

지문을 읽기 전, 칠판에 ‘Class Afloat’을 적어 보자. 모둠별로 ‘Class Afloat’

이 무엇일지 생각한 다음, 발표하게 하자. 그 다음, 본문의 ‘Class Afloat’ 학교 

로고를 보여 주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게 한다. 지문을 읽기 전부터 학생들이 지

문 소재에 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므로,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

고 흥미도 커져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바다 위에 세워진 학교, Class Afloat!
LEVEL

2-1

•YBM 중1 영어(박준언) 1과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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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T / F

2)  아들은 최근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T / F

3)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T / F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Dear Dad,

To be honest, I was surprised when I got a text from you 

this morning. It was me who yelled at breakfast and just left the 

house. Though I felt terribly sorry for you and Mom, I couldn’t 

say or do anything because I was afraid. That’s why I was very grateful and 

felt like crying when I read your text saying, “You are just going through a very 

important period of your life, and I fully understand you.” Recently, I was not as 

good a son as I used to be. Yes, I’m having difficulty dealing with my emotional 

highs and lows. These mood swings may be due to stress at school since this is 

the first month at my new school. But you and Mom have always been there for 

me, full of love and hope. I know that (A) 당신은 

항상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You often 

work overtime and come home late at night. I 

feel bad because you look more tired these days. 

I will remember all the good memories with 

you. As your son, I am truly happy. Thank you, 

Dad, for everything. 

With love, 

Your son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1 

2 윗글을 읽고, (A)와 같은 뜻이 되게 주어진 단어를 재배열하세요.

us / always / you / work hard / support / to 

Dear Dad,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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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을 읽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동굴 탐험에 대비하는 준비 자세  

②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조언

③  학교생활의 여러 스트레스 원인 분석

④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

⑤  신학기에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한 습관

4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언을 말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민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강당 사진을 봤어. 와봤던 것처럼 익숙하네. 

②  재훈: 나는 부모님이랑 방학 중에 실제로 학교에 와서 한 번 둘러봤어. 

③  다희: 어제 학교 준비물 사러 갔는데 신이 나면서 학교생활이 기대되더라. 

④  은주: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생활을 계획했더니 긴장이 좀 풀렸어.

⑤  지혁: 두려워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Going to a new school can be stressful and even scary to many 

students. Here are some tips to prepare for your first day of school. 

First, know your new school well. You can visit the school homepage 

and check academic programs, special activities, and facilities such as 

the auditorium and gym. If possible, you can actually go to the school and take 

a tour with your parents. Getting to know your new school will help you feel 

easier and ready for a new beginning. Second, get your school supplies ready. 

Make a list of what you need for school and go shopping for your supplies. This 

shopping experience will make you feel excited and ease your fears. Lastly, get a 

good night’s sleep and eat a good breakfast. You should have a good rest before 

the first day of school. Try to get enough sleep and get up early to eat something 

that wakes you up and be ready for the big day. 

An American professor, Joseph Campbell, said, 

“The cave you fear to enter holds the treasure 

you seek.” Great happiness and memories 

might be waiting for you. Don’t be afraid and 

just enjoy the new beginning!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2 

listen to mp3



1 윗글을 읽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The Hard Life of Sailors  

②  World Travel on a Ship

③  School Subjects in Canada

④  How to Get Sailing Education

⑤  Floating School on the Oceans 

2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지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다니 정말 좋겠다.

②  민호: 벌써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이구나. 

③  누리: 나는 14살이라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겠다.

④  보라: 배에서 내리지 못하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⑤  수리: 지식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겠어.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1 

listen to mp3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Early in the morning, a ship arrives at a harbor. About 40 people 

get off the ship and step on the ground with tired but excited faces. 

Who do you think they are? Tourists, immigrants, or pirates? They 

are students who just got out of their school, ‘Class Afloat.’ This special school 

literally floats on the oceans and travels all around the world. The school was 

started in 1984 in Montreal, Canada. It is a formal school that has academic 

programs for students aged 16–19. Students study school subjects on the ship with 

teachers and actually experience what they learn when they reach other countries. 

They learn and see art history in Europe while sailing the Mediterranean. And 

they study African culture on the ship and attend cultural events when they reach 

Africa. 

As crew, students should also help out with the sailing. No sailing experience 

is required since the sail training program equips the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every aspect of ship sailing. After sailing 

the world’s oceans and exploring the real world, the students will 

get not only knowledge but also personal development such as 

responsibility and confidence.
*the Mediterranean 지중해 / 출처: www.classaflo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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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말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지훈: 봄철에는 더 졸리고 피곤하게 느낄 수 있어.

②  선민: 아직 몸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 

③  수연: 따뜻한 햇볕을 너무 받으면 잠이 오게 되는구나. 

④  태호: 꽃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코를 훌쩍거리게 되는 것도 잠을 방해하는구나.

⑤  보람: 봄이 왔다고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면 더욱 피곤해지는 것 같아.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Spring has finally come! The sunlight is brighter, the breeze 

is warmer, and you feel more excited than ever. “Yawn!” Wait. 

Why don’t you feel excited to enjoy spring? In fact, you might 

feel sleepier and more tired around this time of the year. Here are 

some of the reasons. First, you feel so sleepy because it takes some 

time for your body to change the sleep-wake cycles to match the new season. 

① When spring comes, the sun rises earlier than before. But your body is not 

ready to wake up at the earlier time. ② In addition, the sunlight during daytime is 

not yet enough to boost your energy. ③ Second, beautiful flowers give some 

people a hard time during spring. ④ Because of the allergies, they sneeze 

and sniffle day and night. That’s why they feel more tired and have worse 

sleep quality. ⑤ Lastly, you may overdo fun outdoor activities thanks to 

additional daylight. You would do more intense exercises or meet up 

with your friends more often to welcome spring. 

But remember that your body is not ready yet. 

Take time and adapt slowly to the warm 

spring weather with light exercises and 

healthy food.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2 

listen to mp3

3 윗글을 읽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

①                 ②                 ③                 ④                 ⑤

Those who have allergies to flower pollen would have sleeping problems.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Movie Review: Like Stars on Earth (2007)

In a small town in India, there is a boy named 

Ishaan. For him, all subjects in school are too difficult. 

He fails every test and spends most of the time 

daydreaming. His parents send him to a strict boarding 

school. Little Ishaan has a more difficult time at the 

new school. (A) , the whole situation 

changes when a new art teacher, Nikumbh, helps him. 

He reviews Ishaan’s schoolwork and finds out that he 

has dyslexia. Nikumbh also recognizes Ishaan’s great 

talent in art. Ishaan is not wasting his time at school; he is imagining a beautiful 

world with his great creativity. Nikumbh goes to Mumbai to explain to Ishaan’s 

parents why he has such a hard time at school. At first, they are not happy about 

their son’s condition, but Nikumbh doesn’t give up on Ishaan. Nikumbh comes 

back to school and introduces a list of famous people with dyslexia during class. 

He tells Ishaan that he also had dyslexia and faced problems similar to Ishaan. 

He becomes Ishaan’s tutor and helps to improve his reading and writing. 

He also opens an art festival. Ishaan is chosen as the winner of the 

competition with his creative style. With Nikumbh’s love and 

support, Ishaan is now shining like a star.

Resources Reading Plus 

1 윗글을 읽고, 빈칸 (A)에 적절한 말을 고르세요.

①  Therefore  ②  However ③  Before

④  In addition ⑤  So that 

LEVEL 3-1 

listen to mp3

2 다음은 윗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요약한 것을 고르세요.

	
It is a beautiful movie that opens the eyes of many people to dyslexia and the 

① hard school life that many dyslexic children have. Because of the teacher’s  

② love and support, the boy can be recognized for his ③ talent in writing. This 

movie shows that ④ all children are special and wonderful since they have their 

own ⑤ special abilities that need to be discovered. 

*dyslexia 난독증



learn
in

g
 m

aterials

28     29

3 윗글의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①  like ····  before  ②  such as ····  until ③  into ····  in

④  so ····  after ⑤  to ····  when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It’s Easter, so let’s go egg hunting! No, you don’t need a 

gun or a hunter’s hat. Easter is a holiday celebrated in spring. 

An egg hunt is a game played on the day. People hide decorated 

hard-boiled eggs or plastic eggs filled with chocolate or candies in different 

places. Children go and find them. They also do many other fun activities 

(A)  basket decorating, face painting, and taking pictures with Easter 

bunnies. Then, why eggs and bunnies? People decorate and share eggs thinking 

a baby chick comes out of its egg. Eggs mean new life. In addition, you may find 

many products and activities about bunnies during Easter. Easter was originally 

“Eastre,” the old goddess of spring, whose symbol is a bunny. The tradition has 

passed down (B)  today. Like Santa gives children presents, the 

tradition says Easter bunnies bring and hide 

eggs, chocolate, and candies for children to 

find. On Easter Sunday, some people go to 

church and have large meals with their family 

to celebrate the day. Other people just enjoy fun 

activities on the spring holiday. 

Resources Reading Plus 

4 윗글을 읽고, 부활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에그 헌트는 총이나 사냥꾼 모자가 필요 없는 사냥 활동이다.

②  부활절에는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간식을 먹는다.

③  봄의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은 토끼이다.

④  부활절에 토끼가 달걀을 아이들에게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⑤  부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식사를 즐긴다.

LEVEL 3-2 

listen to mp3

*resurrection 부활



Resources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시험

이다.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영어 듣기 능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agazine Y 클라우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른 학습 전

략과 기출문제를 제공한다. 2018년 9월호에서는 ‘Part 1. 그림 정보 유형’을 다루었

으며, 이 자료는 Y 클라우드 홈페이지 혹은 QR 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유형 분석 

2019년 시험 일정

[32쪽 듣기 평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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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쪽 Dictation 정답] 

1. look, beautiful, kinds, park, like, take, good

2. speech, practiced, nervous, talented, better, try, gestures, mind, eye

3. news, bought, great, pictures, ahead

4. working, wrong, runs, quickly, problem, bad, battery, change, could

5. help, flight, reservation, change, next, need, service

6. now, packing, Why, donate, How, sick, ride

중1 중2 중3

제 1회 4월 9일(화) 4월 10일(수) 4월 11일(목)

제 2회 9월 17일(화) 9월 18일(수) 9월 19일(목)

영어듣기 능력평가 만점을 위한 수업 전략!

•	기출문제를	이용하여	문제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시켜	보자!

 → 질문의 핵심어를 찾아 동그라미 치고 선택지를 빠르게 읽어 내용을 유추하게 하자.

•	연음	및	탈락	현상의	보기를	들려주고	영어의	발음	특성을	이해하게	하자!

 → 기출문제를 주고 연음 및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 및 문장을 찾아보게 하자.

•	영어의	내용어와	기능어를	설명하고	내용어를	중심으로	듣는	연습을	시켜	보자!

 → 기출문제의 음원을 들으며 강하고 또렷하게 들리는 단어를 대본에서 동그라미 치게 하자.

그림 정보 
유형 자료



Part	2

의도/목적 
파악 유형

이 유형은 화자의 특정한 말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거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형태의 문항이다. 의도 혹은 목적을 보여주는 

선택지들을 빠르게 읽은 다음, 대화를 듣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의도 혹은 

목적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

며 대화를 들어야 한다. 핵심 내용을 언급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익

혀 두면 도움이 된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2  2018년 9월 기출문제]

① 동의 ② 사과 ③ 실망 ④ 후회 ⑤ 거절

W: Oh, no. My cell phone stopped working again.
M: Why?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it?
W: It runs out of battery so quickly these days.
M: I understand. My cell phone had the same   
 problem, too.
W: It’s really bad, isn’t it?
M: Yeah, I think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your 
 battery.
W: Should I change the battery then?

M: Yes. That could be a good idea.

W:	 오,	이런.	내	휴대폰이	다시	멈췄어.
M:	 왜?	휴대폰에	무슨	문제	있어?
W:	 요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M:	 	이해해.		

내	휴대폰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
W:	 정말	안	좋아,	그렇지	않니?
M:	 	응,	내	생각엔	네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W:	 그러면	내가	배터리를	바꿔야	할까?
M:	 응.	그거	좋은	생각이야.	

▶   마지막 말의 의도를 찾는 문제의 경우,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한다. 위 문제는 여자의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며, 이

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자는 자신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동조하며, 배터리를 바꿔야 할 것 같은지 묻는 여자의 질문에 “Yes. That could be 

a good idea.(응. 그거 좋은 생각이야.)”라고 동의하고 있다. 

의도	파악	유형A

M: Susan, what are you doing now?
W: I am packing my old toys, Dad.
M: Why are you packing them?

W: I’m going to donate them to Central Hospital.

M: That’s a great idea. How did you think of that?
W: My teacher said the hospital needs toys for sick 
 children.
M: I see. Are you going to the hospital now?
W: Yes. Can you give me a ride, please?
M: Sure. Let’s go.

M:	 Susan,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W:	 저의	오래된	장난감들을	싸고	있어요,	아빠.	
M:	 장난감들을	왜	싸고	있니?
W:	 저는	장난감들을	Central	병원에	기부하려고	해요.
M:	 좋은	생각이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W:	 저의	선생님이	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M:	 그렇구나.	지금	병원에	갈	거니?	
W:	 네.	저를	태워	주실	수	있나요?
M:	 물론이지.	가자.	

▶   목적을 찾는 문제의 경우, 질문을 정확하게 읽고 어떤 행위의 목적을 묻는지 파악해야 한다. 위 문제는 여자가 왜 장난감을 포장하고 있는지 묻는 질

문을 대화 속에서 찾아보면 정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화에서 남자가 “Why are you packing them?(장난감들을 왜 싸고 있니?)”이라고 물었

으며, 이에 대한 답으로 여자는 “I’m going to donate them to Central Hospital.(저는 장난감들을 Central 병원에 기부하려고 해요.)”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장난감을	포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2  2018년 9월 기출 문제]

① 중고 가게에 팔기 위해서

④ 장난감을 반품하기 위해서

②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⑤ 연극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③ 병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목적	파악	유형 B

30     31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의도/목적 파악’								 학년				 반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한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위로 ② 승낙 ③ 거절 ④ 축하 ⑤ 사과

2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의 ② 사과 ③ 칭찬 ④ 조언 ⑤ 감사

3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위로 ② 부탁 ③ 거절 ④ 칭찬 ⑤ 허락

4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동의 ② 사과 ③ 실망 ④ 후회 ⑤ 거절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② 모임 불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③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④ 비행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⑤ 식당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장난감을 포장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중고 가게에 팔기 위해서 ②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③ 병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④ 장난감을 반품하기 위해서 ⑤ 연극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처: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2018년 4월/9월 기출문제

기출문제 음원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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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Jimin,  at these roses here.

 W: Wow! They’re really .

 M: There are so many  of   

  flowers in this .

 W: I  those yellow tulips.

 M: Me, too. Let’s  some photos there.

 W: Sure. That’s a  idea.

2 W: Good morning, Mr. Lee.

 M: Hi, Mina. Are you ready for the    

   contest?

 W: Yes. I  a lot, but I’m still  

  .

 M: Don’t worry. I think you’re very   

   at speaking.

 W: Thanks. But how can I make my speech 

  ?

 M: Well,  to show your points 

  with .

 W: Okay. I’ll keep that in .

 M: Also, you should make 

  contact during the speech.

3 W: Hojin, you look happy. Do you have 

  good ?

 M: My mom  me a new 

  smartphone.

 W: That’s . Can I see it?

 M: Here it is. It takes great .

 W: Oh, can I try taking a picture with it?

 M: Sure. Go .

4 W: Oh, no. My cell phone stopped 

   again.

 M: Why? Is there something  with it?

 W: It  out of battery so     

   these days.

 M: I understand. My cell phone had the 

  same , too.

 W: It’s really , isn’t it?

 M:  Yeah, I think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your .

 W: Should I  the battery then?

 M: Yes. That  be a good idea.

5 [Telephone rings.]

 M: Hello. Blue Star Tours. May I  you?

 W: Hi, I’d like to change my  

  schedule, please.

 M: Okay. Can you tell me your  

  number?

 W: Yes. It’s KR1256.

 M: When would you like to  it to?

 W: I want to change my flight to 

   Sunday.

 M: Okay. But you’ll  to pay a 

   fee of 30 dollars.

 W: No problem.

6 M: Susan, what are you doing ?

 W: I am  my old toys, Dad.

 M:  are you packing them?

 W: I’m going to  them to 

  Central Hospital.

 M: That’s a great idea.  did 

  you think of that?

 W:  My teacher said the hospital needs toys for 

 children.

 M: I see. Are you going to the hospital now?

 W: Yes. Can you give me a , 

  please?

 M: Sure. Let’s go.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Dictation’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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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eaching Strategies

1. Teaching Strategies to Connect with Students
Stand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as your students walk into your classroom, meet and 

greet them at the door. By starting the day with a warm smile or a handshake, it will help put 

students’ nerves at ease and send the message that you are interested in getting to know them.

Once students are settled, start by telling them a little bit about yourself. Talk about 

anything that will show your personality—a funny childhood experience, a story about 

your family, or your favorite song. This is an easy way to set the foundation and build 

rapport with your students.

2. Help to Break the Ice
The best way to break the ice on the first day of school is to dive right in with 

getting-to-know-you activities. On the first day of school, students can feel awkward, 

especially if they are all new faces to one another. Ice breakers are also a great way for you 

to not only get to know your students, but help you learn their names. The faster you get 

their names down, the better. Learning their names quickly sends a message that you are 

interested in them and that you care. Try playing the name game, where students stand 

in a circle and state their name along with a movement. The movement can be any kind 

of gesture, even a simple clap of the hands or raising an arm is okay. The key to success 

for this icebreaker activity is for the whole class to say the name of the student and do the 

movement right after each student’s turn. It can get quite silly, but most students like it, and 

the gestures help them remember their classmates’ names. 

5 Teaching 
Strategies 

for the First Day of School

The first day of school is a time to 

get to know your students and show 

them what you expect of them for the 

year. In order to create a welcoming 

classroom environment, start with 

these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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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ow Your Classroom Routines
Set the tone of classroom expectations by showing students your daily routines. The first 

routine you show them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sets the bar for what you expect 

your day-to-day schedule will look like. Make sure that you model each routine slowly 

and thoroughly. A well-taught routine will transfer into a well-oiled machine. Effective 

teachers like to teach these framework procedures on the first day: entering and leaving the 

classroom, lining up, walking in a line, and raising hands. 

4. Introduce Your Classroom Management Plan
Your classroom management plan is another 

component of setting the tone of your classroom 

expectations. This teaching strategy is essential to 

teach on the first day because it will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the school year. The sole purpose 

of this plan is to state the rules as well as what 

will happen when they are broken. Whichever age group you teach, a good classroom 

management plan is needed. Some classroom teachers like to include an incentive program 

with their plan, while others choose not to. Ultimately, it is up to you to decide what will 

best suit your students. Here are two of the most common approaches teachers like to 

choose. 

•   The Stoplight Strategy – Students all start the day on green. If they misbehave, they get 

put on yellow, which means a warning. If they continue to misbehave, they get put on 

red, which means a phone call home.

•   Rules and Consequences – The teacher gives a list of a 3-5 rules for students to follow 

along with a set of consequences if they are broken. If they break a rule once, they get a 

warning; twice, they get a time out, and three times, a letter or phone call home.

5. Conduct One Great Lesson
To further help set the tone, start with one of your best 

lessons. You don’t have to start by teaching a math or 

science lesson. If you are the kind of teacher who loves 

group work, this will showcase your teaching style. If 

your style is more on the technological side, then you can 

have students work on an iPad or the smartboard. Your 

goal is to send the message that your class is fun, while 

still showing them that you mean business and they 

need to work hard.

*출처: http://www.teachhub.com/5-teaching-strategies-first-day-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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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Trend 
    Fun

Pop Song

[정답]
Q1.	Yes.	/	그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Q2.	No.	/	이	곡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	사랑에	관한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Q1. Emilia Rydberg는 스웨덴 출신의 가수이다. Yes. / No.

Q2. ‘Big Big World’는 봄을 배경으로 한 사랑에 관한 곡이다. Yes. / N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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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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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동사의 부정문:

‘be’동사는	주어에	따라	‘am,	are,	is’로	형태가	바뀌고,	

‘be’동사	뒤에	‘not’을	붙여	부정문을	만들어요.

It’s not a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뜻 	 	 ~이 아니다, ~이 없다	

형태 		주어 + ‘be’동사 + not

[Worksheet A 정답]

big,	world,	leave,	miss,	yellow,	outside,	girl,	feel,	much,	raining,	eyes,	Why

[Worksheet B 정답]

girl,	big,	if,	miss,	falling,	cold,	way,	world,	you,	tears,	happen,	end

1.  (sick)

2.  (warm)

3.  (cold)

4.  (cheap)

● 다음 사진을 보고, ‘be’동사와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완성해 봅시다.

1. 2.

3. 4.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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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 big, big girl
나는 강하고 강한 여자예요. 

in a big, big world.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사는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But I do do feel
그렇지만 나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란 걸요. 

miss you much.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I can see the first leaf falling.
첫 번째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It’s all yellow and nice.
전부 노랗고 보기 좋네요. 

It’s so very cold outside
밖은 너무나도 추워요. 

like the way I’m feeling inside.
내가 마음 깊이 느끼는 것처럼요. 

I’m a big, big girl
나는 강하고 강한 여자예요. 

in a big, big world.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사는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But I do do feel
그렇지만 나는 느낄 수 있어요.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란 걸요. 

miss you much.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Outside it’s now raining,
밖에는 지금 비가 와요. 

and tears are falling from my eyes.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Why did it have to happen?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나요?

Why did it all have to end?
왜 이렇게 끝나야만 했나요?

I’m a big, big girl
나는 강하고 강한 여자예요. 

in a big, big world.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사는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But I do do feel
그렇지만 나는 느낄 수 있어요.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란 걸요. 

miss you much.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I have your arms around me
나는 당신의 품속에 있어요.

warm like fire.
마치 불처럼 따뜻해요. 

But when I open my eyes,
그러나 눈을 뜨면

you’re gone.
당신은 가버리고 없어요. 

I’m a big, big girl
나는 강하고 강한 여자예요. 

in a big, big world.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사는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But I do do feel
그렇지만 나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that I do do will miss you much,
내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란 걸요. 

miss you much.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I’m a big, big girl
나는 강하고 강한 여자예요. 

in a big, big world.
이 커다란 세상 속에 사는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큰 일은 아니죠. 

But I do feel
그렇지만 나는 느낄 수 있어요.

I will miss you much,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란 걸요. 

miss you much.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 ‘Big Big World’ 가사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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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Break 
Fun RIddles 정답: 1. trouble   2. a birthday candle   3. elephant   4. mushroom      

Success is not final, failure is not fatal: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 Winston Churchill

A Famous Saying 

Laugh Out Loud 

Fun Riddles

1.	 What is easy to get into, but hard to get out of?

2.	 	When it is alive, we sing. When it is dead, we clap our 
hands. What is it?

3.	What is the largest ant in the world? 

4.	What is the smallest room in the world? 

Hide your 
answer sheet. 
The one behind 
you is copying. 

Let him copy me, Ma’am.
I don’t want to fail alone.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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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What’s New

플랫폼 
노동자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시장이 

생겨났다. 이는 바로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platform)이란 ‘비즈니스에

서 여러 사용자 또는 조직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형

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플랫폼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플랫폼 노동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스마트폰 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배달 대행앱, 대리 운전앱, 우버 택시 등

이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노동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큰 장점

이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

동조합의 결성이나 각종 사회 보험에서 배제되

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

도로 발전하는 IT 산업 사회에서 새로운 직업과 

낯선 현상들이 생겨나지만,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기준으

로 모든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기술과 함께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숙면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

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숙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일

까? 편안하고 깊은 잠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한다. 낮 시간의 짧은 수면

도 집중력을 높여 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

으로 OECD 조사 대상 회원국 중 가장 짧다. 한

국인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는 깨어 있는 일상

생활 속에 있다. 긴 노동 및 학습 시간, 불 꺼지지 않는 사회적 환경, 업무와 학업 스트레스,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등으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서

라도 숙면을 취하고 싶은 수요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도와주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면 경제, 혹은 수면 산업으로 불리는 슬리포노믹스는 잠(sleep)과 경제학

(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이는 1990년대 영미권에서 처음 생겨난 말로 사람들의 수면을 돕는 산업 전체

를 일컫는 말이다. 수면 안대 및 기능성 베개와 같은 수면 보조 용품, 낮잠 카페, 수면 보조 음료 및 식품부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수면테크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도심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낮잠 카페를 어렵

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몇몇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면실을 마련하기도 하

고, 구글은 일과 중 낮잠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국내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침구나 바이오 분야와 연계되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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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포노믹스
(Sleeponomics)



Trend 
    Fun

Good Books to Read

A Book for You

책 소개

현직 교사들이 추천하는 학급경영 필독서로, 교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과 교수법을 

소개한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수업’과 ‘학급경영’이

다. 그동안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 등 학습 방법론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

만, 정작 교수-학습 활동의 바탕이 되는 학급경영은 교사 혼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험을 쌓

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사들이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훈육 

문제와 학생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업 방해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좋은 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학급경영 중 특히 수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과 이미 발생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단순히 이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내

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와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통해 찾아낸 해결 방

법을 보여준다. -교보문고

+	Hans-peter	nolting

교육학자이며 심리학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 괴

팅겐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을 가르치며 교육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보문고

수업 방해

+	andrew	clements

1949년 미국의 뉴저지에서 태어난 동화 작가이다. 그는 독서 애호가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

아 어려서부터 책과 도서관을 아주 좋아했고, 선생님이 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이야기 나누기를 즐겼다고 한다. Springfield High School 3학년 시절, 영어 시간에 시를 써서 

A를 받고, 시가 꼭 출판 되길 바란다는 선생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 Northwestern University

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National Louis University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공립 학교에서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노랫말 붙이는 작업을 시작으로 출판계 일을 시작하여, 제일 처

음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책이 �A Country Christmas Treasury�이다. 1996년 �Frindle�이

라는 작품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yes24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Frindle�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년 닉이 ‘펜’이라는 말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

면서 벌어지는 시끌벅적한 소동을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린 장편 동화이다. 이 책은 미

국의 학부모와 어린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크리스토퍼 상, 주디 로페즈 기념회 상, 그레

이트 스톤 페이스 상, 로드아일랜드 어린이책 상, 윌리엄 알렌 화이트 어린이책 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yes24 

FR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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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70년대 뉴욕에 살고 있는 열두 살 소녀 미란다는 싱글맘인 엄마와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미란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단짝 친구는 미란다를 피하

기만 하고, 집 근처에서 발차기를 연습하는 이상한 노숙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 보냈는

지 알 수 없는 쪽지들이 날아오는 것이다. 미란다의 일상을 꿰뚫어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까지 완벽하게 이야기 해주는 쪽지는 과연 누가 보낸 것일까? 미란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까? 『When You Reach Me』는 미스터리 요소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한 소녀가 자라는 과정

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평범한 일상 뒤에 숨은 비밀을 찾아 고군분투하며 미란다는 진정한 우

정, 인생의 의미,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 간다. -yes24

+	Rebecca	stead

1970년대 뉴욕에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다. 일하다가 시간이 날 때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네 살 짜리 아들이 노트북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리는 바

람에 그 이야기들이 모두 날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로할 겸 좀 더 경쾌한 

이야기를 써 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여 글 쓰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작

가가 되었다. -yes24 

WheN you ReACh me

+	Barbara	o'connor

UCLA에서 아동 문학을 공부한 후 청소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권의 성장 소설을 펴냈다. 

『Fame and Glory in Freedom, Georgia』, 『Me and Rupert Goody』 등으로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 전미 학부모들이 선정하는 패런츠 초이스 골드 어워드와 전미 도서관협회가 선

정하는 ALA 노터블 어워드, 매사추세츠 북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가족 소설이라는 타

이틀로 패런츠 초이스 어워드, ALA 노터블 어워드 등 열네 개

에 해당하는 문학상, 협회 선정작, 각종 부문 노미네이트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영미권에서 새로운 성장 소설 작가로 주목받

고 있는 그녀는 ‘가난과 부서진 가족’ 혹은 ‘외롭고 소외된 청

춘’이라는 지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인물들이 처한 현

실적 고통을 과하지 않은 유머러스함으로 풀어냈다. -yes24

책 소개

조지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빠는 사라지고 집주인은 집세를 내지 않았다며 방을 

빼라고 한다. 결국 엄마는 집세를 구할 동안만 자동차에서 생활하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가족은 

자동차에서 자고 맥도널드 화장실에서 씻는 생활을 시작한다. 예전의 평범한 생활을 그리워하던 

조지나는 마침내 가족을 위한 ‘생활 전선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yes24

hoW To STeAl A doG

소설 「How to Steal a Dog」을 
바탕으로 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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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아빠에게,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에	아빠의	문자를	받고	많이	놀랐어요.	

아침	식사	때	소리를	지르고	그냥	집을	나온	건	저였어요.	아빠

와	엄마에게	굉장히	미안했지만,	저는	두려워서	아무	말이나	행

동도	하지	못했어요.	“너는	그저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아빠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단다.”라는	아빠의	문자

를	읽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저

는	예전과	같은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는	제	감정	

기복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감정	변화는	아

마도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교

에서의	첫	번째	달이잖아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항상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저를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주셨어요.	저는	(A)	아

빠가	항상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아요.	

자주	야근하시고	밤늦게	집에	오시잖아요.	요즘에	아빠가	부쩍	

더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빠와	함께	하는	좋은	

기억들을	모두	기억할	거예요.	아빠의	아들로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해요.	아빠,	모든	일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의	아들

정답 및 해설

1 T/F 고르기

	 | 정답 |	1)	F		2)	T		3)	T	

	 1)	 	아들이	아침	식사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던	일

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2)	 	아들은	최근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한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3)	 	아들은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로	새	학교에서	받는	스트

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부모님이	언

제나	사랑과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는	모습에	감사한	마

음을	표현하고	있다.	

2 단어 재배열하기

	 | 정답 |	you	always	work	hard	to	support	us		

level 1-2  25쪽

[3-4]   

해석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두려울	수	있다.	여러분의	학교	첫날을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이	여기	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새로운	학

교에	대해서	잘	알아봐라.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이나	

특별	활동,	그리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확인해	보자.	

가능하다면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가서	둘러볼	수	있

다.	새로운	학교를	잘	아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더	편하게	느끼

고	준비하게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학용품을	준비해라.	학교

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준비물을	구매하

러	가	보자.	이	쇼핑	경험은	여러분을	신나게	할	것이며	두려움

이	가라앉게	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푹	자고	아침을	잘	챙겨	

먹어라.	학교	첫날	전에는	푹	쉬어야	한다.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을	깨워	주고	중요한	날에	대비시켜	

줄	식사를	해라.	미국	교수,	Joseph	Campbell은	“당신이	두려

워하는	동굴	안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라고	말했다.	커다

란	행복과	추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

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즐겨라!		

정답 및 해설

3 주제 찾기

	 | 정답 |	②

	 	글에서	‘Here	are	some	tips	to	prepare	for	your	first	day	

of	school.’이라고	언급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글에서	새

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조언으로	학교에	대해	미리	알

아보고,	학용품을	사러	가고,	충분한	수면과	아침	식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4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조언을	말한	사람은	은주이다.	은주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는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계획했다고	말했으나,	이	조언은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민지와	재훈의	말은	‘First,	know	

your	new	school	well.’에,	다희의	말은	‘Second,	get	your	

school	supplies	ready.’에	해당한다.	지혁의	말은	글의	조

언의	핵심으로	마지막	문장인	‘Don’t	be	afraid	and	 just	

enjoy	the	new	beginnin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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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아침	일찍,	배	한	척이	항구에	도착한다.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곤하지만	신나는	얼굴로	배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디딘다.	이들

이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관광객,	이민자,	아니면	해적?	

그들은	‘Class	Afloat(떠다니는	교실)’이라는	학교에서	방금	하

교한	학생들이다.	이	특별한	학교는	말	그대로	바다를	떠다니며	

전	세계를	여행한다.	이	학교는	198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

작했다.	이곳은	16세에서	19세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	프로그

램을	가진	정식	학교이다.	학생들은	배	위에서	선생님들과	학교	

교과를	공부하고,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유럽의	예술	역사에	대

해서	배우고	본다.	그리고	배	위에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배

운	다음,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직접	문화	체험에	참가한다.		

학생들은	또한	선원으로서	항해를	도와야	한다.	항해	경험이	없

어도	괜찮은데,	이는	항해	훈련	프로그램이	항해에	관한	모든	

요소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고	진짜	세상을	탐험하고	나면,	학생들은	지식뿐

만	아니라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과	같은	개인적	성장도	얻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제목 찾기 

	 | 정답 |	⑤

	 	글에서	전	세계를	항해하며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Class	

Afloat’	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바

다	위를	떠다니는	학교’를	뜻하는	⑤가	정답이다.

	 ①	선원들의	고된	삶

	 ②	배를	타고	세계	여행	하기

	 ③	캐나다의	학교	교과	과목

	 ④	항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보라이다.	보라는	학생

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므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러나	‘And	they	study	African	culture	on	the	ship	and	

attend	cultural	events	when	they	reach	Africa.’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각	나라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	학습

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을	한다.	지수의	말은	‘This	

special	school	literally	floats	on	the	oceans	and	travels	

all	around	the	world.’에서,	민호의	말은	‘This	school	was	

started	in	1984	in	Montreal,	Canada.’에서	알	수	있다.	누

리의	말은	‘students	aged	16–19’에서,	수리의	말은	마지

막	문장인	‘After	sailing	the	world’s	oceans	and	exploring	

the	real	world,	the	students	will	get	not	only	knowledge	

but	also	personal	development	such	as	responsibility	and	

confidence.’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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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봄이	왔다!	햇빛은	더	밝아지고,	산들바람은	더	따뜻해

지고,	당신은	어느	때보다	더	신날	것이다.	“하암!”	잠깐.	봄을	

즐기는	게	신나지	않은	건가?	사실,	한	해	중	이	시기에	당신은	

더	졸리고	더	피곤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몸이	새로운	계절에	맞추어	수면	주기를	바

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신은	졸음을	많이	느낀다.	봄

이	되면	해는	이전보다	일찍	뜬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아직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낮	시간의	

햇빛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두	번

째로,	아름다운	꽃들은	봄철에	일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게	

한다.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	알레르기	때문에,	그들은	밤낮으로	재채기하고	코

를	훌쩍거린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더	피곤하고	안	좋은	수면



의	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길어진	낮	시간	때문에	

당신은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지나치게	할	수	있다.	봄을	맞이

하여	당신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더	자주	만

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

을	기억해라.	시간을	갖고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음식으로	따뜻

한	봄	날씨에	천천히	적응해라.			

정답 및 해설

3 적절한 위치 고르기 

	 | 정답 |	④

	 	주어진	문장은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수면	문

제를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봄철의	꽃이	일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문장	다음	위치인	④

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④의	다음	문장에서	‘Because	of	

the	allergies’라고	알레르기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이	문장	

전에	어떤	알레르기를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

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장의	‘allergies	to	flower	pollen’이	

미리	언급되어야	문장	간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4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말한	사람은	수연이다.	봄철

에	햇빛이	더	따뜻해지고,	낮	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은	언

급되었으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잠이	온다는	내용은	없

다.	지훈의	말은	‘In	fact,	you	might	feel	sleepier	and	more	

tired	around	this	time	of	the	year.’에서,	선민의	말은	‘First,	

you	feel	so	sleepy	because	it	takes	some	time	for	your	

body	to	change	the	sleep-wake	cycles	to	match	the	new	

season.’에	언급되어	있다.	태호의	말은	‘Because	of	 the	

allergies,	they	sneeze	and	sniffle	day	and	night.	That’s	

why	they	feel	more	tired	and	have	worse	sleep	quality.’

에서,	보람의	말은	‘Lastly,	you	may	overdo	fun	outdoor	

activities	thanks	to	additional	daylight.’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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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지상의	별처럼	(2007)

인도의	작은	마을에	Ishaan이라는	소년이	있다.	그에게는	학

교의	모든	과목이	너무	어렵다.	그는	모든	시험에	낙제하고	공

상에	잠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엄

격한	기숙	학교로	보내버린다.	어린	Ishaan은	새로운	학교

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	(A)	그러나,	새로운	미술	선생

님	Nikumbh이	그를	도와주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그는	

Ishaan의	학교	과제물을	살펴보고	그가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Ishaan이	미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것

도	알아차린다.	Ishaan은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

니라,	그의	놀라운	창의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고	있

는	것이다.	Nikumbh	선생님은	뭄바이에	가서	Ishaan의	부모

님에게	왜	그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설명한

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들의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Nikumbh	선생님은	Ishaan을	포기하지	않는다.	Nikumbh	선

생님은	학교로	돌아와	수업	시간에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유

명한	사람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Ishaan에게	자신도	난독

증이	있었으며	Ishaan과	같은	문제들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

는	Ishaan의	개인	선생님이	되어	그의	읽기와	쓰기	실력	향상

에	도움을	준다.	그는	미술	축제도	연다.	Ishaan은	그의	창의적

인	스타일로	경연의	우승자가	된다.	Nikumbh	선생님의	사랑

과	지지로	Ishaan은	이제	별처럼	빛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②

	 	빈칸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며	어떤	말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다.	빈칸의	앞	문장은	주인공	Ishaan이	힘든	학교생활

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빈칸의	뒷	문장은	새로운	미

술	선생님인	Nikumbh이	도움을	주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

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역접의	상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However(그러나)’가	가장	적절한	말이다.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요약	글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③은	‘talent	in	



writing’이라고	언급했으나,	Ishaan이	재능을	보인	부분은	

미술이다.	따라서,	‘talent	in	art’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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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이	왔으니	에그	헌트를	하러	가자!	아니,	총이나	사냥	모

자는	필요없다.	부활절은	봄이	되면	사람들이	기념하는	휴일이

다.	에그	헌트는	부활절에	하는	놀이이다.	사람들은	장식한	삶

은	달걀이나	플라스틱	달걀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득	넣고	

이곳저곳에	숨겨	놓는다.	아이들은	그	달걀들을	찾아	다닌다.	

그들은	바구니	꾸미기,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부활절	토끼와	

사진	찍기와	같은	많은	재미있는	활동도	한다.	그러면,	왜	달걀

과	토끼일까?	사람들은	알을	깨고	나오는	새끼	병아리를	떠올

리며	달걀을	꾸미고	나눈다.	달걀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게다가,	여러분은	부활절	동안에	토끼와	관련된	많은	상품이

나	활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활절(Easter)은	원래	토끼가	

상징인	고대	봄의	여신	‘이스터(Eastre)’로부터	왔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마치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처럼	부활절	토끼가	달걀과	초콜릿,	사탕들을	가져와	숨겨	놓

고	아이들이	찾게	한다는	전통이다.	부활절	일요일에	일부	사

람들은	교회에	가서	풍성한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며	부활절

을	기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봄날의	휴일로	여기며	재미

있는	활동을	즐긴다.		

정답 및 해설

3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②

	 	빈칸	(A)는	‘fun	activities’에	대한	예시가	뒤에	따라	나오고	

있으므로	‘~과	같은’이라는	뜻의	‘such	as’가	적절하다.	

	 	빈칸	(B)는	옛날	전통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왔다는	의

미의	문장이므로	‘~까지’라는	의미의	‘until’이	적절하다.		

4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⑤

	 	글에서	‘Some	people	go	to	church	and	have	large	meals	

with	their	family	to	celebrate	the	day.’라고	언급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절에	교회에	가서	식사를	즐기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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