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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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끼를  

찾는 시간,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에서의 적용

글  전 동암중학교 / 현 의정부고등학교 영어 교사 오은경

speci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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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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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업에	

를	활용하자!
이창환 선생님(전북 군산동고등학교)

What’s ?
TED는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의 약

자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Ideas Worth 

Spreading)’을 나누자는 취지로 미국에서 시작된 강연 

형태의 지식 공유 행사이다. 강연자는 유명 인사, 작가, 

과학자, 예술가 등 다양하며, 각 분야에서 널리 알리고 

싶은 지식을 18분 이내로 발표한다. TED 강연은 무료

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각 강연의 대본과 번역 또한 

제공된다. 

Why Is  UsefUl for learnIng englIsh?
•기술, 과학, 환경, 건강 등 각기 다른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연으로 전문적 주제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영상, 대본, 그리고 번역까지 무료로 제공되어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출처: www.ted.com

TED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유용한 학습 자료로 학교 현

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에는 TED 영상을 활용한 각종 학습 도서도 출간되어, 수

업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데 용이하다. TED는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상에 전달

하고 싶은 메시지를 18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하여 강연하기 때문에, 어휘, 표

현, 내용의 구성 등이 알차고 교육적이다. 또, 강연자의 표정, 몸짓도 함께 보며 각 표현

의 어감, 의도 등을 이해해 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강연자가 영어를 사용하여 강연하므로, 발음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

방과의 소통 능력이라는 것,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닌 의사소통 도구로서 영어를 바라

보는 시각을 키우기에 좋은 학습 자료이다. 

how to Bring Ideas from  into your Classroom

�21st Century Reading 1 
Creative Thinking and  
Reading with TED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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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고등학교의	 	를	활용한	학습	활동	및	교내	대회	사례	소개

TED는 강연자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강연으로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와 듣기 실력 향상에 유용한 수업 활동 자료이다. 이창환 선생님(군

산동고등학교)은 TED의 영상과 대본을 활용하여 수업을 계획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했다. 먼저,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

는 강연을 선정하고, 그 강연의 대본을 보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어떤 영

역에 초점을 두고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다음과 같은 One-minute Talk, 교내 말하기 대회, 읽기 수업, 쓰기 활

동을 통한 Essay Contest 등을 구성했다.

 Speaking 활동 1: One-minute Talk

  학생들에게 직접 TED의 강연자가 되어 보는 기회를 주자! 전문적 영역의 주제가 없

어도 괜찮다. 강연의 주제는 바로 ‘학생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관련된 글을 써서 

1분 안에 말하는 연습을 시키자. 짝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고, 학급 내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게 지도한다.

 Speaking 활동 2: My Story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군산동고등학교에서는 올해로 3년째 ‘TED: My Story 교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

고 있으며, 매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주제는 자신과 관련된 이야

기면 제한이 없다. 방식은 원고를 작성한 다음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여 영어로 발표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명확성, 창의성, 논리성, 어휘의 적절

성, 이해 가능한 발음, 속도, 동작 등이다. 다음은 실제 학생들이 발표했던 말하기 주

제이다.

My Story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주제 예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졸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

성적	1등급	받는	비결 나의	동기	부여	방법

나만의	환경	보호	방법 나의	롤	모델	소개

나의	역경	극복	이야기 나의	봉사	활동	이야기

  Reading 활동: TED 강연의 대본 활용

  군산동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 TED 강연을 토대로 다양한 ‘Reading’ 활동을 경험했

다. 강연에 나온 어휘 뜻 추측하기, 강연 받아쓰기, 이해 확인 문제 풀고 직접 만들어 보

기, 내용 요약하기, 강연에 나온 프로젝트를 직접 해 보기 등 한 가지의 강연만으로도 

여러 활동을 구현할 수 있다.

 Writing 활동: 교내 Essay Contest

  TED를 보며 학생들은 메시지를 담은 글을 어떻게 쓸지 학습할 수 있다. 18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강연을 끝내야 하

기 때문에, TED 강연은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글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산동고등학교에서는 팝송 중에

서 메시지를 담은 곡을 한 가지 선정하고, 이를 소개하는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단순한 글쓰기 활동에서 그치는 

게 아닌, 교내 수준의 ‘Essay Contest’를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확장된 경험을 하게 이끌었다.



이창환	선생님이	추천하는	

	강연	및	활동	방법!

*출처: https://www.ted.com/talks/matt_cutts_something_new_for_30_days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by Matt Cutts

 강연 내용

삶이 단조롭다고 여겨질 때, 원하는 일은 있지만 이루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구글의 엔지니어인 Matt Cutts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바로 딱 

30일간만 마음먹은 일을 해 보는 것! 계획을 길게 잡을 것 없이 짧게 30일만 해 

보자. 그가 직접 경험했던 변화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활동 방법 ]

1. 단어의 정의를 읽고 뜻을 맞혀 본 다음, 대본을 듣고 빈칸을 채워 보게 한다.

2.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게 한다.

3. 임의로 짝을 지어준 다음, 30일간 해당 목표 일지를 작성하여 공유하게 한다. 

3

 Build a tower, Build a team by Tom Wujec

 강연 내용

Tom Wujec이 실험한 ‘Marshmallow Challenge’에 관한 강연이다. 이 실험은 

다양한 직업군 집단에게 마른 스파게티 면, 테이프, 그리고 마시멜로를 주고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것인데, 마시멜로는 반드시 꼭대기에 올려야만 한다. 의외의 집

단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데, 그 안에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자! 

[ 활동 방법 ]

1.  ‘Marshmallow Challenge’를 설명하고, 어떤 직업군이 가장 높

은 탑을 만들었을지 추측하고 이유를 말하게 한다.

2.  강연을 본 다음, 이해 확인 문제를 풀게 한다.

3.  강연 내용을 요약하게 한다. 

4.  모둠을 구성하여 ‘Marshmallow Challenge’와 유사한 활동을 

구상하고 실제로 실시하게 한다. 

1

*출처: https://www.ted.com/talks/tom_wujec_build_a_tower

*워크시트: Y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 활동 방법 ]

1. 강연 내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고, 이해 확인 문제를 풀게 한다.

2. 모둠별로 식물에 대해 알게 된 것 중 흥미로운 내용을 선택하게 한다.

3. 선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발표하게 한다.

2

*출처: https://www.ted.com/talks/stefano_mancuso_the_roots_of_plant_intelligence

*워크시트: Y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the roots of Plant Intelligence by Stefano Mancuso

 강연 내용

식물이 달팽이를 먹는다? 식물은 놀기도 한다? 심지어 식물들은 서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식물의 모습을 자세히 알려 주는 강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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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te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by Matt Cutts <

A   다음을 읽고,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각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봅시다. 

B  TED 강연을 들으며, 대본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00:00-01:15)

A few years ago, I felt like I was , so I decid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merican , Morgan Spurlock, and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The idea is actually pretty simple. Think about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add to your life and try it for the next 30 days. I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add a new habit or subtract a habit — like watching 

the news — .

There's a few things I learned while doing these 30-day challenges. The first was, instead of the 

months flying by, forgotten, the time was much . This was part 

of a challenge I did to  every day for a month. And I remember 

exactly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that day. I also noticed that as I started to do more and 

harder 30-day challenges, my self-confidence grew. I went from  

computer nerd to the kind of guy who . For fun! 

stuck in a rut from scratch a ton of fun adventurous

desk-dwelling give it a shot nerd philosopher

[보기]

1.	 from the beginning   

2.	 	be trapped, not progressing   

3.	 	to be always staying in your desk   

4.	 	to give something a try   

5.	 a lot of fun   

6.	 	not afraid of taking risks   

7.	 	an unstylish, unattractive, or socially awkward person  

8.	 a person who seeks wisdom or enlightenment 	

*출처: https://www.ted.com/talks/matt_cutts_something_new_for_30_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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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인재 교육(STEAM)은 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

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

적이 있다. 기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4

개 분야로 중점을 두었는데, 우리나라는 인문·예술(Art) 분야를 덧붙였다. 영어는 ‘A’에 속하여 여러 학문의 지

식이 하나로 융합되는 데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한다. 

무주고등학교는 2018년에 ‘STEAM 정책 연구 학교’로 선정되어,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탐구 주제로 선택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2015년 UN이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토대로 4차시 프로젝트 수

업을 진행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해하기

1.  UN에서 제작한 ‘Do you know all 17 SDGs?’ 동영상을  

시청한다.

2.  모둠별로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의미를 우리말 

혹은 영어로 정리하게 한다.

3.  환경, 사회, 경제 차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Sustainable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게 한다.

1차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탐구하는	

pRoJecT	활동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은 세상과 더 건강한 지

구를 만들기 위한 2030년까지의 계획이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 번

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UN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 목표로 17

가지를 제시했다.

*출처: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출처: https://youtu.be/0XTBYMfZy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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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및 토의하기

1. 모둠별로 완성한 포스터를 발표하게 한다. 

2. 모든 모둠이 발표한 다음,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 토의 시간을 갖는다.

3. 포스터를 학교 복도에 붙여 모든 학생이 볼 수 있게 전시한다.

4차시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읽고 목표 선정하기

1. UN이 제시한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2. 모둠별로 17개 목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3.  각 목표에 맞는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자료를 나누

어 준다. 해당 목표 설명과 세부 목표를 읽고 이해하게 한다. 이때, 협업하여 원문

을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4. 세부 목표 중 두 가지를 선정하게 한다.

2차시

*링크: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publication

목표를 설명하는 포스터 만들기

1.  모둠별로 선정한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정리하게 한다. 또, 각 목표의 상징도 

이해하게 한다. 

2.  각 목표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만들게 한다. 이때, 모든 학생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계획서를 작성하게 한다. 

3. 포스터에 목표, 세부 목표, 상징, 간략한 설명 등이 들어가게 한다.

3차시

[역할 계획표 예시]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 수시 모집의 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형의 특성상, 학교생활

기록부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교과 수업 중 학생의 활

동 참여도와 발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

항’ 항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각 학생의 능력을 끌어내고 기록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필자는 이 

고민의 해답으로 ‘Process Writing’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 협의회를 거쳐 과감하게 교과서의 

한 단원을 포기하고, 총 6차시에 걸친 수업을 통해 학생의 개인별 성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공통 주제를 정하고  ‘Memory Paper’로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내용을 글쓰기 주제로 정해 보

자. 공통 주제는 의견을 주고받거나 서로의 글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필자는 1학기에 다녀온 지리산 수련 활동을 

공통 주제로 삼았다. 학생별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Memory Paper’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초안을 위한 기본 정보를 기재하게 했다. 기

억을 떠올리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생각하며 작성하게 지도해 보자. 

‘Model Essay’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자! 

글쓰기의 시작은 글의 구조를 알고 각 구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선택한 방법은 바

로 ‘Model Essay’이다. 첫 차시에는 가지고 있는 영어 지문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직접 글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한 장씩 나

누어 주었다. 필자가 공부하는 것처럼 직접 손 글씨로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내용을 적었더니 학생들의 반응도 더 좋았다.

1차시

2차시

수업	시간	안에	끝내는	

process	Writing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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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초안 쓰고 개별 피드백을 주자!

‘Memory Paper’를 토대로 글의 초안을 써 보게 하자. 영어로 바로 쓰는 것보다 

우리말로 글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게 좋다. 필자는 모든 글쓰기가 수업 시

간 동안 이루어지게 운영했다. 학생들이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

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이때, 짝과 서로의 글을 읽어 보며 잘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게 하면 초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3차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진행하자!

학급 전체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실로 이동하자.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전

과 실제 사용 표현 등을 검색하여 영어로 글쓰기를 진행하자. 글쓰기가 교실 내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게,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활동지는 모두 걷고 다음 시간에 다

시 나누어 주어 평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 좋다.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

들이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영어 표현을 찾는 방법 등을 알려 주자.

5차시

글의 구조를 다듬고 영어로 글쓰기를 시작하자!

초안을 다시 읽어 보며 최종적으로 문장과 구조를 다듬는 시간을 갖게 하자.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시 한 번 피드백을 준다.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 

학생들에게는 이제 영어로 글쓰기를 시작해도 좋다고 알려 주자.

4차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전 과정을 수행평가에 반영하자!

최종 글쓰기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결과물을 모두 타자를 쳐서 이메일로 제출하

게 한다. 수행평가에 점수를 반영할 때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일회성 평가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과정형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다. 또, 평가한 내용 자체

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영역에 기록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6차시

‘Process Writing’을 마친 후

 숙제를 주지 않고 수업 시간 동안 글쓰기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Model Essay’부터 차근차근 글쓰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learning english through short stories!
방과 후 수업 및 동아리 활동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단편 소설을 이용한 영어 

독서 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어 읽기 학습은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에 관한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려면, 무엇을 이용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읽기 수업은 교과서 혹은 학습 부교재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

다. 즉,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정해진 학습 목표를 토대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다. 가르치는 데

는 용이하지만,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 텍스트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그 부족함에 대한 대안으로 단편 소설을 이용한 영어 독서 수업을 실시해 보자. 단편 소설은 고등학교 학생

들 수준에 적합한 난도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또, 소설은 함축적 의미를 가진 단어 및 문

장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Choosing What short stories to teach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읽거나 학습 활동으로 각색할 만한 소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적합하고 영어 독서 교육으로 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도서 목록이다. 

tips to teach english through short stories
• 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고르게 하자. 자신이 고른 책이므로 원서 읽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독서 일지(Reading Log)를 작성하게 하자. 학생들에게 수업 외 시간에도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쓰게 격려한다. 

•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는 원서를 조사하여 학교 도서관에 신청하자. 수업 시간에 단체로 대여하여 함께 독서 활

동을 할 수 있어 좋다. 

단편	소설을	이용한
영어	독서	수업

이창환 선생님(전북 군산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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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고등학교의 단편 소설을 활용한 독서 수업 소개

단편 소설은 학생들이 텍스트에 집중하여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돕는 좋은 학습 자료이다. 필자는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 독서 수업을 개설했고, 단편 소설을 수업 주교재로 활용했다. 수업 진행은 먼저 원서를 몇 권 

선정한 다음,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원서를 직접 고르게 했다. 그 중 학습 시간에 알맞은 원서를 마지

막으로 선별했다. 여기에 실제 수업에 활용했던 독서 활동과 독서 일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원서에	어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야기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보거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e.g. 「Tuesdays with Morrie」의 경우, ‘Morrie’에게 편지 쓰는 활동 

1 	 	수업	첫	활동으로	재미있는	유머를	읽으며	

새로운	표현을	익혀	본다.	

2 	 모둠별	원서	독해	활동:	

 1)   모둠별로 텍스트를 읽은 다음, 이해 확인 

문제를 풀게 한다.

 2)   모둠 대표가 나와 독해한 내용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Reading 활동

독서 일지(Reading Log)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원서 읽기를 진행하고 독서 일지를 작성한다.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 읽은 내용을 복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읽은 내용을 우리말로 요약해서 기록한다.

읽은 내용의 난이도를 기록한다.

새로 익힌 단어 및 문장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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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Book Page Review

Reading 
Difficulty
1. Easy
2. Just right
3. Difficult

Language Focus
(Words / Sentences)

Class:    Name: 



extra	Reading	Materials
교사와 학생에게 3월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은 새 담

임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맞이하며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는 시기이

고, 교사는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지게 되는 달

이다. 특히 신학기 여러 가지 업무로 분주한 3월. 교과 연계 리딩 자료로 자

투리 시간을 알차게 보내 보자. Level 1~Level 2는 교과 단원 주제와 연계된 

리딩으로 해당 단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 지식을 접할 기회를 준다. 

Level 3의 시의성 있는 지문은 앞으로 치를 수능 준비에 유용하다.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1
Colonel Harland Sanders,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보여 준 사람

Reading	
summary	

KFC 창업주 Colonel Harland Sanders는 65세의 나이에 KFC로 성공할 때까지 천 
번이 넘는 거절을 당하고 수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룰 때까
지 멈추지 않은 의지로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분사구문

After being rejected more than 1,000 times, he finally found one who agreed 
to his idea.

분사구문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이끄는 문장이다. 위 문장은 After he was 
rejected more than 1,000 times, ~라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므로 
생략한 다음, 시제가 주절 시제와 같으므로 동사를 현재분사(being)로 고친 형태이
다. 이때 접속사는 생략이 원칙이지만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할 때는 분사 앞에 
써 주기도 한다. 

•YBM 고등 영어(박준언) 1과 확장 리딩

LEVEL 1-2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가?  

지나칠 정도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라! 

Reading	
summary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공자의 말처럼 습관의 중요
성을 알려 주는 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It ~ that 강조 구문

Men’s natures are alike; it is their habits that separate them.

이 문장은 Their habits separate them.이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It ~ 
that 사이에 주어 their habits를 넣은 형태이다.

•YBM 고등 영어(한상호) 1과 확장 리딩

What’s th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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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2

Reading	
summary	

겨울에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봄이 오면 깨어나는 동물들을 소개하는 글이다. 박쥐
와 고슴도치의 동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Grammar	
point

접속사 in that

Hedgehogs are unique in that they change den locations in the middle of 
their hibernation if their nest gets too cold. 

접속사 in that은 ‘~라는 점에서’라는 뜻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항상 문
장 중간에 사용한다.

동면하는 동물들

Reading	
summary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함께 기념하는 부활절의 기원을 소개하고, 부활절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사를 설명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대명사 + ‘be’동사 생략

So any eggs laid that week were saved and decorated to make them Holy Week 
eggs, and were then given to children as gifts.

any eggs laid that week가 주어이고, were ~ decorated까지가 동사 부분이다. 원
래 문장은 any eggs which[that] were laid that week were ~로 eggs 다음에 �관계 
대명사 +‘be’동사�가 생략되었다.

부활절(Easter)과 부활절 달걀의 의미LEVEL 3-1

LEVEL 2-1 세계의 문화 속으로 스며든 국수 이야기

Reading	
summary	

Marco Polo에 의해 동양의 국수가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국수가 한 
나라에서 단독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여러 나라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의 문
화 속에 녹아 들어가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that절의 수동태

It is widely believed that [a Venetian explorer, Marco Polo, who voyaged to 
China], brought back to Europe an abundant amount of spices and noodles 
upon his return in 1295.

People widely believed that ~.으로 시작하는 능동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목
적어가 that 이하의 명사절로 너무 길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에서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 that 이하를 뒤로 보낸다.

•YBM 고등 영어 I(박준언) 2과 확장 리딩

LEVEL 2-2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Reading	
summary	

비둘기, 연기와 같은 초기의 의사소통 방법에서 유선 전화기, 무선 호출기,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기기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 수단의 변천사를 설명한 글이다. 

Grammar	
point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

As smartphones grew more popular, they became natural hubs for social 
networking.

접속사 as가 부사절에 쓰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장 안에 비교
급의 표현이 있을 때는 주로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의미하여 ‘~함
에 따라, ~할수록’으로 해석한다. 

•YBM 고등 영어 I(한상호) 2과 확장 리딩



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hy you fail all the time
②  when success lies around the next corner
③  what success means to you
④  how to overcome obstacles in your life
⑤  why you fail to achieve your goals

2 윗글을	읽고,	Colonel	Harland	Sand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②  어머니가 집을 비우셨을 때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했다.

③  직장에서 해고된 후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④  50세에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을 완성하였다.

⑤  식당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식당 문을 닫게 되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olonel Harland Sanders, the founder of Kentucky Fried 

Chicken(KFC), is famous not only for his chicken recipe, but 

also his numerous failures. He lost his father when he was five 

years old. While his mother left for days on end, Harland was 

forced to help take care of his siblings, learning how to cook by 

the age of 7. Harland was fired from a variety of jobs throughout 

his career before he finally opened a restaurant serving chicken inside the roadside gas 

station at the age of 40. After 10 years, he finalized his ‘secret’ chicken recipe, which 

was praised in the media. However, the interstate came through the town where his 

restaurant was located, and it took away important road traffic, forcing him to close 

his business and going bankrupt. That year, with just a $105 social security check to 

his name, he traveled across the country to franchise his 

chicken business. After being rejected more than 1,000 

times, he finally found one who agreed to his idea. Like the 

story of Harland, we all fail at one point. The important 

thing is to learn how to overcome failures and keep 

pushing towards your dreams. It’s because you never know 

.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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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slowly ....... releases ....... discourage   
②  slowly ....... restrains ....... discourage
③  quickly ....... releases ....... empower 
④  quickly ....... restrains ....... empower
⑤  quickly ....... releases ....... discourage

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ink Big and Start Small
② 	Habits of Highly Effective Students
③ 	Factors that Influence on Eating Behavior
④  Tips for Developing Good Habits that Stick
⑤  Why It’s so Important to Encourage Yourself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ur daily lives are a series of habits played out through the 

day. But how can we create and sustain good habits? At first, 

start ridiculously small. Most people want to create big changes as 

(A) slowly / quickly  as possible. They want to go from zero to four gym sessions 

every week, and switch to a healthy diet overnight. The problem is that this requires 

a tremendous amount of willpower. Willpower works a lot like a muscle. If you use 

it a lot, it gets tired, then you’ll be more likely to quit. The solution is to start small 

and never to increase the effort before it has become a natural part of your daily 

life. Secondly, celebrate your small wins. Each time you reward yourself for making 

progress, no matter how small, you activate the reward circuitry in your brain. That  

(B) releases / restrains  key chemicals which make you experience feelings of 

achievement and pride. These emotions, in turn, (C) discourage / empower  you to 

take action and create bigger successes in the future. Better 

life habits have the potential to increase your well-being and 

ability to perform effectively. Confucius once said, “Men’s 

natures are alike; it is their habits that separate them.” Don’t 

let bad habits hold you back in life. Start building better life 

habits for a happier, productive, and fulfilling lif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2 

*circuitry (전자·전기의) 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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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controlled and evolved ②  preserved and restored
③  analyzed and evaluated ④  disregarded and isolated
⑤  modified and customized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Noodles have long history, and they are a staple food in 

many cultures due to their adaptability. It is widely believed that 

a Venetian explorer, Marco Polo, who voyaged to China, brought back to Europe an 

abundant amount of spices and noodles upon his return in 1295. 

(A)  On her journey, she not only discovers the changes in cuisine from East to West 

but also stories and transnational connections between disparate cultures of the 

Silk Road. She explains that “The message I received along with my journey 

was that no one culture ‘owns’ the noodle because there is a lack of definitive 

evidence specifically showing its origins.” 

(B)  However,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regarding 

the invention of the noodle. Jen Lin-Liu, the author of On the Noodle Road, 

chronicles a six-month journey along the historic Silk Road from eastern China, 

through central Asia, Turkey, Iran, and eventually arriving in Italy, in search of 

the true origin of the noodle. 

(C)  She explains noodles are united in their use of flour and water; however, 

every country takes this dough and molds it according to its 

own history and culture. In other words, there is no one 

‘true’ inventor of the noodle, it is a world food which is 

continuously  

via interactions amongst nations, ingredients, and peopl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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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4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future technology of mobile phones
②  advance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③  technology trends emerging in the industry
④  the influence of modern technology on society
⑤  negative effects of technology on communication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umans are naturally very social beings and the way 

we communicate ① is a vital aspect of our lives. Thus, 

communicating over long distances had been something that 

people struggled ② with. Early forms of communication included runners, homing 

pigeons, and smoke signals. An electromagnetic telegraph system, which 

delivered short amounts of information quickly and across long distances, 

was produced in the 1830s. The telephone was introduced in the 1870s, and 

phones enabled people to connect with friends and family around the world. 

The only challenge it had was that it was ③ fixed, so people could not communicate 

when they were not in the office or at home. Pagers, which allowed users to receive 

simple messages, also became popular during the 1990s, though they required 

availability of other landline phones to return a call. Pagers gave way to pocket-sized 

cellphones, ④ where, for the first time, allowed users to receive and make phone calls 

outside their homes or businesses. In 2007, Apple CEO Steve Jobs famously debuted 

the iPhone, the first modern smartphone. The device enabled full access to the Internet 

and email. The iPhone, and Google’s rival platform, Android, soon had their users 

do anything from ordering food to checking bank balances through their phones. As 

smartphones grew more popular, ⑤ they became natural 

hubs for social networking. The ri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came to make communication faster, more 

accessible, and more efficient.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2 

*pager 무선 호출기



1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aster Sunday is one of the most festive events among Christians 

worldwide. They celebrate Easter with special church services, music, 

candlelight, and flowers. It is a day of joy and celebration to commemorat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Christian belief. But do other 

people celebrate Easter? Sure, they do! During Easter, people celebrate the 

coming of spring, after the cold and dark days of winter. 

① Religious or not, many people decorate eggs during Easter. ② These 

can be hard-boiled eggs (A) that / what  can be eaten later, but may also be model 

eggs made of plastic, chocolate, candy, or other materials. ③ Soft-boiled eggs follow 

the same process as hard-boiled eggs, but you cut the cooking time roughly in 

half. ④ Originally, eating eggs was not allowed by church leaders during the week 

leading up to Easter known as Holy Week. ⑤ So any eggs (B) lay / laid  that week 

were saved and decorated to make them Holy Week eggs, and were then given to 

children as gifts. Many people paint the eggs on Easter Saturday 

and then let their children spend Sunday morning hunting for  

(C) themselves / them  all over the house and the yard. They 

also bake cakes shaped like bunnies or eat a traditional family 

roast of ham or lamb.

2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what .......    lay ....... themselves   
②  what .......    laid ....... them
③  that .......    lay ....... them 
④  that .......    laid ....... themselves
⑤  that .......    laid ....... them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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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e know spring is here when trees and other plants that have 

sat dormant through the winter suddenly come to life and thrive 

beautifully. (A) However, plants aren’t the only thing in nature 

that resumes life in the springtime. (B) Several types of animals 

hibernate through the winter when food sources are ① abundant and 

temperatures drop. Many types of bats hibernate through the long, cold winter 

in caves. During hibernation, their body temperature, heart rate, breathing rate, and 

metabolism drop to very ② low levels. This allows them to get by ③ without food 

or water and stay in a dormant state for long periods of time. (C) Hedgehogs are 

champions of hibernation. They usually begin hibernation in late October and wake 

up around late March. Hedgehogs are unique in that they change den locations in 

the middle of their hibernation if their nest gets too cold. (D) Due to rising global 

temperatures, hedgehogs have been waking up earlier and changing 

dens more ④ frequently, putting themselves at risk of attack from 

predators. (E) However, combinations of factors such as changes 

in temperature, daylight, and food availability are thought to play 

a ⑤ significant rol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2 

4  윗글을	읽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The exact triggers that cause animals to enter into and emerge from hibernation 

aren’t well-known.



Resources 수능 영어 대비 전략

3월이다! 3월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에 의욕이 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평소보

다 더 많이 공부한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3월의 의욕은 

앞으로의 수험 생활을 지탱해 줄 힘이다. 그런데 이 의욕이 수험 생활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된다. 유감스럽지만, 

이 의욕으로 꺾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3월에 스스로 다짐한 학습 의욕을 끝까지 

가져가며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

3월, 8개월의 이정표

3월에는 모의고사가 있다(3월 7일 예정). 대부분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이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중요한 시험에 전력을 다해 임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고 태도이지

만, 여기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 크게 좌절하는 학생들이 있다. 수

능(11월 14일 예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시작하는 첫 달부터 원하는 성적

과 확연한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험을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

를 정확히 아는 데 의의를 두면 어떨까. 바라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시험을 위해 

애쓴 노력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으로 자신 안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작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의고사를 꼼꼼히 분석하자. 맞혔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맞힌 것과 틀렸더라도 아깝게 빗

겨 나간 것을 확인한다. 그 파악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자. 이 정리 노트는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핵심 교재로 삼는다. 이처럼 자기만의 학습 교재를 만들어서 자신의 학업 상황

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당해의 첫 모의고사는 작년 수

능을 근거로 당해 연도의 국가적 바람이 투영된다. 올해 수능을 쉽게 내고 싶으면 3월 모

의고사가 쉽고, 올해 수능을 어렵게 내고 싶으면 3월 모의고사가 어려운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시험을 능동적으로 살

펴보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

8개월이란 시간은 수능에서 많은 것을 바꿔 놓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효율성이다. 학습 전

략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짜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람

이 입시에 성공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3월 
모의고사에 대해 

주의할 반응

3월 
모의고사 활용법

정리 노트를 만들자

8개월의 시간

수능 
꿀팁

수험생은	수능	전까지	모의고사를	여섯	번	치른다.	이	모의고사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반드시	정리

를	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부터	오답	노트를	정리하게	한다.	노트	한	면은	문제,	다른	면은	풀이와	소

감을	기록하게	한다.	그리고	정리한	문제를	매일	1~3문제씩	읽게	한다.	이것은	학습	내용을	숙지할	뿐	아니라	수

능에	대한	감을	키워	준다.

글  이화여고 영어 교사 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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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01
분량 제한이 있는 수능 지문은 압축적이다. 이 압축성은 지문에서 목적의 근거를 찾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된다. 처음

에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끝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거나 반복하는 흐름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 보면 도움이 된다.

필자의 목적은 글의 처음과 끝에 있다.

02
글이 어떤 형식으로 쓰였는지를 활용한다. 편지나 이메일은 첫 문장에서부터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다. 보통 인사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도 두 번째 문장을 보는 게 단서를 더 빨리 찾을 가능성이 높다.

글의 형식을 활용한다.

03
‘그러나’와 같은 역접 연결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즉,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뒷부분을 꼼꼼히 보면 좋다.

‘그러나’에 주목한다.

  1~2행 

A few days ago, I submitted my application and recipe for the 

2nd Annual DC Metro Cooking Contest. 

며칠 전, 저는 제 2회 Annual DC Metro Cooking Contest에 신청서와 조리법을 

제출했습니다.

→			목적이	요리	대회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3~4행 

However, I would like to change my recipe if it is possible.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는 조리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			‘그러나(However)’라는	역접	연결사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리법을	변경하고	싶다는	게	필자가	바라는	바다.	다음	문장은	그것의	

이유로서	바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9~10행 

Please let me know if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제가 제출한 조리법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신을 기대하겠습니다.

→			끝	부분은	앞에서	나온	필자의	의도를	재언급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목적을	마무리	부분에서	반복하는	것은	자신이	바

라는	바가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출 파악하기

•2019년도 수능 절대평가(홀수) 기출문제(18번)

수능 읽기 영역의 첫 문제는 목적 파악이다. 즉, 듣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숨 돌

리고 다른 유형의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이는 이 문항의 난이

도를 쉽게 하는 이유도 된다. 목적 파악 유형은 편지, 이메일의 형태가 많고, EBS 

교재에서 간접 연계로 출제된다. 읽기 영역의 첫 문제로 출제되는 이 유형은 까다

롭지 않은 편이어서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 문제를 풀어 시간을 절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정답▶③   요리 대회에 이미 제출한 요리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쓴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수능	대표	유형			글의 목적 파악 문제 



Resources 수능 영어: 목적 파악 유형 예상 문제 

[1~2]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Dear Employees,

Hello, how have you been these days? I am happy to have a chance to talk with you this way. Though 

all of you have been doing such a great job, our business is not doing so well. We want to hear your 

ideas on how to attract more customers to our hotel this summer season. We encourage each of you 

to write your suggestions on paper and put them in the office suggestion box. We are providing 

incentives for the winning suggestion. All employees can benefit through our profit sharing plan if 

our hotel can be made more productive through the summer months. I know the best ideas come 

from our employees, and I look forward to your suggestions.

Sincerely, 

Fred Green 

①  호텔의 실적 부진을 알리려고

②  호텔의 경영 상태를 보고하려고

③  직원들의 여름 야유회를 공지하려고

④  여름철 영업의 중요성을 설득시키려고

⑤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이벤트를 소개하려고

2 Dear James Baker, 

We, including me as the mayor, are happy about the fact that our city has a citizen like you. Thank 

you for your great suggestions on how we could use the surplus funds from our budget. I can tell 

you have given a lot of thought to your ideas, and if I had received your memos three weeks earlier, 

perhaps we would have followed them. I am sorry to inform you that we have already allocated the 

money, but I think you will not be too disappointed with our decision to give the money to the local 

library which will benefit children in the community for many years. I am pleased that many people 

in our city also feel that we should donate the money to charity. Thank you for your thoughtfulness. 

Earnestly, 

Susan Miller 

①  전체 예산 지출 내역을 알려 주려고

②  도서관의 순기능을 설명하려고

③  시민들의 자선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④  시(市)의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에 답하려고

⑤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려고

level 1



[3~4]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Dear Counselor,

My husband and I had dinner with another couple for his birthday. We had a great time at the 

restaurant and really loved the food and the service. We all agreed it was the perfect evening. As I 

was about to pay the bill, my friends grabbed it and insisted that they pay for the meal. It was my 

husband’s birthday and it was an expensive meal, so I wanted to pay for it. However, our friends 

insisted that they pay for it. I didn’t want to argue, so I let them pay for the meal. I graciously 

thanked them, but I felt that it was a little rude for them to insist on paying and basically steal my 

gift for my husband. Am I wrong to feel this way? 

Unhappy Eater

①  유명한 식당을 소개하려고

②  팁을 내는 문화를 소개하려고

③  남편의 생일을 다시 한 번 축하하려고

④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⑤  친구들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상담 받으려고

4 Dear Mr. Lawson,

I am grateful to be offered the position, but I have not yet signed the contract because I do not 

believe that the salary stated on the contract is accurate. The contract states that the applicant 

agrees to accept the stated hourly salary as full compensation for each hour of counseling 

performed at the center. From my discussions with your personnel director, I understood that 

counselors would receive regular hourly payment during day time hours and an amount equal to 

one and a half times the regular hourly rate for services after 6:00 pm. Please confirm the different 

hourly rates and let me know how I should go about making the necessary changes on this 

contract agreement.

Yours truly,

Sally Martin

①  임금 인상을 건의하려고

②  자신을 채용한 것에 감사하려고

③  정확한 임금 정보를 알려 달라고

④  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려고

⑤  임금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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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Welcome to Colmar! Here at Colmar Standard Bank we listen to what our customers tell us. 

Our determination to meet your changing needs is reflected in the many new choices you will 

find in the accompanying brochure. Please take a moment to read through the descriptions of 

your banking options and of the new accounts or services that may interest you. We think you 

will be pleased with the new banking services you will find. Just as important, we promise to 

keep finding new ways to meet your changing needs. You have the right to expect more from 

your bank, and you can count on Colmar Standard Bank to help you achieve your financial goals. 

Thank you for choosing Colmar Standard Bank for all of your financial service needs. 

①  은행 직원들의 사기를 고무하려고

②  은행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려고

③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은행을 홍보하려고

④  건전한 금융 기관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⑤  장기 거래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하려고 

6 We at the Entomology Department of Campbell Martin University are looking to appoint a 

research assistant to work on a joint project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Sudbury. The school’s 

new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program will be developing and testing new alternatives 

to current methods applied by local farmers. The successful candidate will have a background 

in entomology or a degree in applied science, preferably biolog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microbiology, or other related fields. Experience in a laboratory environment as 

well as field-testing IPM programs would also be beneficial. Knowledge of statistical software 

and other industry-related programs is desirable. Writing samples are required to demonstrate 

candidates’ ability to write clear, accurate, and concise reports in English. Further particulars 

may be obtained from the office of our senior administrator. The closing date for applications is 

February 12th.

①  곤충학 학부의 지원 자격을 알려 주려고

②  새로운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③  농부들에게 새로운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알려 주려고

④  곤충학 학부 학생에게 필수 이수 과목을 알려주려고

⑤  대학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연구 보조원을 뽑으려고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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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 Dear Managers,

It’s time to face facts. Traditional ads don’t guarantee you reach your intended audience. Even 

worse, they can become a drain on your finances. Instead of purchasing ads that are expensive and 

not very personal, you may have to consider e-mail marketing. E-mail marketing allows personal 

communication with your customers. Unlike traditional advertisements, e-mail marketing is 

delivered via personable messages which make them harder to ignore than other normal ads 

customers see. For example, you can customize an e-mail to include a customer’s name in 

the heading as well as in the body. Next time your business is offering a sale or a promotion, 

implement an e-mail marketing campaign. There are plenty of e-mail marketing services which 

offer cost-effective ways to promote your business.

For Your Success,

E-Mail Marketer

①  이메일 마케팅을 홍보하려고

②  전통 홍보 방식을 비난하려고

③  이메일 마케팅 방법을 문의하려고

④  성공적인 이메일 작성법을 소개하려고

⑤  이메일 마케팅의 부작용을 설명하려고

8 In the city of Mumbai, I took a rickshaw to a station. The feeling of flying in the little car was 

great. I arrived early enough to catch the train. When the train came after 15 minutes or so, a young 

man came and talked to me. As we talked more, he asked for my e-mail address. I gave him my 

e-mail address, which he wrote down on his phone. He was an engineering student, and with his 

exams being tomorrow—I sincerely wished him good luck. The student later helped me unload my 

luggage when the train reached my destination. He shook my hand strongly though we met only an 

hour ago. I felt very close to him, and promised to meet him in the near future.

*rickshaw	인력거

①  인도의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②  우정의 중요함을 보여 주려고

③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④  현지인을 만나는 법을 소개하려고

⑤  안전한 여행 방법을 알려 주려고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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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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

by
Ed Sheeran

[정답]
Q1.	No.	/	그는	가수이자	작곡가이다.	이	외에도	기타리스트,	배우	등으로	활동	중이다.	
Q2.	Yes.	/	그는	뮤직비디오에	자신의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현재	스타로	성장한	모습을	담았다.

Q1. Ed Sheeran은 영국의 가수이지만 작곡은 하지 않는다. Yes. / No.

Q2. ‘Photograph’ 뮤직비디오는 Ed Sheeran의 실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아 연출했다. Yes. / No.

Video

Trend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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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only,	sometimes,	alive,	keep,	memories,	broken,	inside,	alone,	mend,	remember,	die

[Worksheet B 정답]

hurt,	know,	hard,	only,	photograph,	closing,	frozen,	meet,	Wait,	soul,	easier,	piece

•동명사: 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아우르는 품사

Loving can mend your soul.
사랑하는 것은 네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뜻   ~하는 것, ~하기 

형태   동사원형 + ing

1.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2.  
 (요리하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3.  
 (야채를 먹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

4.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 다음 사진을 보고, 동명사를 이용하여 우리말과 뜻이 같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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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g can hurt, 
사랑은 아플 수 있어.

loving can hurt sometimes.
사랑은 때로 아플 수 있지.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하지만 나는 사랑밖에 모르는 걸.  

When it gets hard,
그러다가 힘이 들면,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너도 알잖아, 때로 힘들 수 있다는 걸.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사랑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거야.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우리는 이 사랑을 사진에 담아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우리만의 추억으로 만들었지.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두 눈이 결코 감기지 않고

hearts are never broken,
마음이 결코 다치지 않고

time’s forever frozen still.
시간이 영원히 멈춘 곳에서.

So you can keep me
그래서 너는 나를 간직해도 돼.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너의 찢어진 청바지 주머니 속에

holding me close until our eyes meet,
우리가 만날 때까지 간직해 줘. 

you won’t ever be alone. 
너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Wait for me to come home.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줘.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사랑하는 것은 회복시키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know.
사랑은 내가 아는 전부인 걸. 

I swear it will get easier,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맹세해,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너의 (사진) 조각들과 함께 난 그 사실을 기억하지. 

Hm,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야. 

Hm, we keep this love in this photograph,
우리는 이 사랑을 사진에 담아,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우리만의 추억으로 만들었지.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두 눈이 결코 감기지 않고

hearts are never broken,
마음이 결코 다치지 않고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시간이 영원히 멈춘 곳에서.

So you can keep me,
그래서 너는 나를 간직해도 돼.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너의 찢어진 청바지 주머니 속에

holding me close until our eyes meet,
우리가 만날 때까지 간직해 줘. 

you won’t ever be alone.
너는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And if you hurt me,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괜찮아, 오직 말일 뿐인 걸.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이 사진들 속에서 네가 나를 안고 있기에,

and I won’t ever let you go.
나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Wait for me to come home. (x4)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줘. (x4) 

Oh, you can fit me,
오, 너는 나를 간직할 수 있어.

inside the necklace you got when you were sixteen,
네가 16살 때 받았던 목걸이 안에

next to your heartbeat where I should be,
내가 있어야 할 네 심장이 뛰는 곳 옆에

keep it deep within your soul.
네 영혼 속 깊은 곳에 간직해 줘. 

And if you hurt me,
네가 나를 아프게 해도 

that’s okay baby, only words bleed.
괜찮아, 오직 말일 뿐인 걸.

Inside these pages you just hold me,
이 사진들 속에서 네가 나를 안고 있기에,

and I won’t ever let you go.
나도 너를 놓지 않을 거야.

When I’m away, I will remember how you kissed me, 
멀리 있을 때, 네가 해 주던 입맞춤을 기억할 거야. 

under the lamppost back on Sixth street,
6번가 가로등 아래에서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전화 너머로 너의 속삭임을 들으며

Wait for me to come home.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줘.

◎ ‘Photograph’ 가사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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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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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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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1-1  20쪽

[1~2]   

해석

KFC의 창시자인 Colonel Harland Sanders는 그의 치킨 조리법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수많은 실패로도 유명하다.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

가 돌아가셨다. 일곱 살 즈음, 어머니가 여러 날 동안 집을 비우셨을 

때 Harland는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 가며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돌보

는 일을 도와야만 했다. Harland는 여러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40세

가 되어서야 길가에 있는 주유소 안에서 치킨을 파는 식당을 열게 되

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는 언론에서 찬사를 받은 그만의 ‘비밀’ 치킨 

조리법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식당이 위치한 마을에 고속도로가 들

어왔고, 중요한 교통량이 없어지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파산하게 되었

다. 그 해에 고작 105 달러의 사회 보장 연금 수표를 받으며 그의 치킨 

사업을 프랜차이즈를 할 식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다. 1,0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한 후에야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Harland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에 실패를 경

험한다. 중요한 점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지 배우고 당신의 꿈을 향

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성공이 다음 모

퉁이에 놓여 있을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②	

  윗글은 Harland처럼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

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어느 순간에 성공이 다음 모퉁이에 놓여 

있을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②

가 정답이다.

 ① 당신은 왜 항상 실패하는지

 ③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④ 당신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⑤ 당신은 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실패하는지 

2 | 정답 |	③

  글에서는 Harland가 일곱 살에 요리를 배웠다고 했고, 여러 직장에

서 해고를 당한 것은 요리를 배운 이후의 일이므로 ③이 옳지 않다.

level 1-2  21쪽

[3~4]   

해석

우리의 일상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련의 습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로, 터무니없이 작

은 것부터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빠르게 큰 변화를 만

들고 싶어 한다. 그들은 매주 0회에서 4회의 운동 시간에 이르기를 원

하며 하룻밤 사이에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려 한다. 문제는 이런 변화

가 엄청난 양의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

처럼 작동한다. 많이 사용하면 피로해지고 그만두기 쉽다. 해결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기 전

까지 절대 노력의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작은 성공을 기념

하라.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전보다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보상할 때마다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 그것은 성취감과 자부심

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화학 물질을 방출한다. 이러한 감정은 결과적

으로 당신이 실천하고 미래에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힘을 준다. 더 나은 

생활 습관은 당신의 행복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이 큰 차

이를 만든다.”라고 말했다. 나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취감을 주는 삶을 위해 더 나은 생

활 습관을 시작하라.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③	

   (A)   앞 문장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고, 뒤 문장에서 갑자기 

매주 4회의 운동 시간에 이르기를 원하며 하룻밤 사이에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

이 가능한 빠르게 큰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되려면 

‘quickly’가 와야 한다. 

  (B)   바로 앞에서 작은 성공에도 보상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성

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화학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

고 이어져야 하므로 ‘방출하다’는 뜻의 ‘releases’가 와야 한다. 

  (C)   성취감과 자부심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감정은 미래에 더 큰 

성공을 이루고 행동하는 데 힘을 준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할 수 있게 하다’는 뜻의 ‘empower’가 와야 한다.

4 | 정답 |	④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

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지속되는 좋은 습관을 발전시키

는 방법’이다.

 ① 크게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② 매우 유능한 학생들의 습관

 ③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level 2-1  22쪽

[1~2]   

해석

국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활용도 때문에 많은 문화권

의 주식이다. 중국으로 여행간 베네치아의 탐험가 Marco Polo가 1295

년에 귀국하면서 풍부한 양의 향신료와 국수를 가져 왔다고 널리 알려

져 있다.

(B) 그러나, 이런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국수 개발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다. On the Noodle Road의 저자인 Jen Lin-Liu는 국수의 

진정한 기원을 찾기 위해 역사적인 실크 로드를 따라 중국 동부, 중앙

아시아, 터키, 이란을 거쳐 마침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6개월간의 여

행을 연대순으로 기록한다. 

(A) 여행을 하면서 그녀는 동양에서부터 서양에 이르는 요리의 변화뿐

만 아니라 실크 로드에 있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야기와 국가를 초

월한 연결 고리를 발견한다. 그녀는 “내가 여행에서 얻은 메시지는 어

떤 문화도 국수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수의 기원을 구체적으

로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C) 그녀는 국수가 밀가루와 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각 나라에서는 이 반죽을 자신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만든다고 말한

다. 다시 말해, 국수의 ‘진정한’ 개발국은 없으며, 국수는 국가, 재료, 사

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맞춤화된 세계적인 

음식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②	

  주어진 문장 마지막에 국수가 Marco Polo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이런 믿음과 달리 국수의 개발

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내용의 (B)가 연결되어야 한다. (B)

의 끝부분에 작가 Jen Lin-Liu가 실크 로드를 따라 여행한다는 이야

기가 나오므로, 이 여행을 통해 Jen Lin-Liu가 알게 된 내용인 (A)가 

이어져야 한다. (B)와 (A)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수가 어느 한 나라

의 소유가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 수정되고 발전된 음식이라는 내

용의 (C)가 결론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 | 정답 |	⑤

  빈칸 앞에서 국수가 밀가루와 물로 반죽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

지만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국수는 

어느 한 나라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빈칸에는 나라와 

재료 및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맞춤

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게 ‘modified and customized’가 들어가

야 한다.  

 ① 통제되고 진화된

 ② 보존되고 복원된

 ③ 분석되고 평가된

 ④ 경시되고 고립된

level 2-2  23쪽

[3~4]   

해석

인간은 선천적으로 매우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

식은 우리 삶의 중요한 측면이다. 따라서 먼 거리에서도 의사소통하

기 위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초기 의사소통 수단으

로는 사람이 달려가서 전하거나, 훈련된 비둘기, 그리고 연기 신호를 

이용했다. 1830년대에는 짧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먼 거리로 전송

하는 전자 전신 시스템이 발명되었다. 전화는 1870년대에 도입되었

으며, 전화로 사람들은 전 세계의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할 수 있었다. 

유일한 문제는 전화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집

에 없을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용자의 메시지 수신

을 가능하게 한 무선 호출기는 1990년대에 인기를 끌었지만, 전화를 

걸기 위해 다른 유선 전화기가 필요했다. 무선 호출기는 주머니 크기

의 휴대 전화 개발에 길을 터주었고, 처음으로 사용자가 가정이나 회

사 외부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했다. 2007년 Apple사의 CEO

였던 Steve Jobs가 최초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을 선보

였다. 이 기기는 인터넷과 전자 우편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아이폰

과 구글의 경쟁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는 곧이어 사용자가 음식 주문에

서부터 은행 잔고 확인까지 전화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했다. 스마

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회관계망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통신 기술의 

발전은 더 빠르고, 접근성이 더 좋으며,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했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④	

  선행사가 ‘pocket-sized cellphones’이고 뒤따라오는 절에 주어

가 없이 동사 ‘allowed’가 나오므로 사물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 | 정답 |	②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② ‘통신 기술의 진보’이다.

 ① 휴대 전화에 관한 미래 기술

 ③ 산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의 흐름

 ④ 현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⑤ 의사소통에 미치는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level 3-1  24쪽

[1~2]   

해석

부활절 일요일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축제 같은 행사

를 하는 날이다. 그들은 특별한 예배, 음악, 촛불, 꽃으로 부활절을 기

념한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

하는 기쁨과 축하의 날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활절을 축하할

까? 물론이다! 부활절 동안,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한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동안 달걀을 장식한다. 이

것들에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완숙 달걀들도 있고, 플라스틱, 초콜

릿, 사탕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모형 달걀들도 있다. (부드러운 

반숙 달걀은 단단히 삶은 완숙 달걀과 동일한 과정으로 하면 되는데, 

요리 시간은 대략 절반으로 준다.) 원래, 교회 지도자들은 성주간으로 

알려진 부활절까지의 한 주 동안 달걀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에 알을 낳으면, 성스러운 주간의 달걀로 만들기 위해 모

아서 장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많은 사람

들은 부활절 토요일에 달걀을 색칠하고, 그 후 일요일 아침에는 집이

나 마당에서 아이들이 달걀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 그들은 

또한 토끼 모양의 케이크를 굽거나 햄이나 양으로 만든 전통 가정식 

구이 요리를 먹는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③	

  부활절 일요일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들이 부활절을 특별한 형태

로 기념하고, 달걀을 장식하며 아이들이 달걀을 찾는 시간을 갖는

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③은 ‘부드러운 반숙 달걀은 단단히 

삶은 완숙 달걀과 동일한 과정으로 하면 되는데, 요리 시간은 대략 

절반으로 준다.’는 의미로 달걀을 삶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

므로 글의 내용과 무관한 문장이다.

2 | 정답 |	⑤

  (A)   바로 앞에 ‘eggs’라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동사가 따라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

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이 와

야 한다. 

 (B)   ‘그 주에 낳아진 달걀들’이란 수동의 의미로 ‘(알을) 낳다’는 뜻

의 타동사 ‘lay’의 과거분사 ‘laid’를 써야 한다. ‘lay’는 ‘눕다’는 뜻

의 자동사 ‘lie’의 과거형 동사이다. 

 (C)   ‘themselves / them’이 지칭하는 것은 앞부분의 ‘eggs’로 복수이

고, ‘hunting’의 주어는 ‘children’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 달

걀들을 찾는다’는 뜻이므로 목적어 형태의 복수대명사 ‘them’을 

써야 한다.

level 3-2  25쪽

[3~4]   

해석

우리는 겨울 동안 휴면하던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아름답게 번창할 때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A) 그러나 식물들만 봄

철에 생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B) 여러 동물들은 먹이가 풍

부하고(→ 부족하고)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잔다. 많은 

종류의 박쥐들은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동굴에서 동면한다. 동면 기간에 

박쥐의 체온, 심박수, 호흡수 및 신진대사의 수치가 매우 낮아진다. 이

것은 박쥐들로 하여금 음식이나 물이 없어도 오랜 시간 동안 휴면 상태

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C) 고슴도치는 동면의 챔피언이다. 그들은 

대개 10월 말에 동면을 시작하고 3월 말에 깨어난다. 고슴도치는 자신

의 둥지가 너무 추워지면 동면 중간에 둥지의 위치를 바꾼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D) 지구 기온의 상승 때문에 고슴도치들은 포식자로부터의 

공격 위험에 자신의 노출을 감행하면서 이전보다 일찍 깨어나고 둥지

의 위치를 더 자주 바꾸고 있다. (동물들이 동면에 들고 깨어나는 정확

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 그러나 온도, 햇빛 및 식량 가용성

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의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①	

  동물들이 길고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해서 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을 떨어뜨리면서 동면을 하는 것이므로 ① ‘abundant(풍부한)’를 

‘부족한’이란 의미의 ‘limited’와 같은 단어로 고쳐야 한다.

4 | 정답 |	⑤

  주어진 문장은 ‘동물들이 동면에 들고 깨어나는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은 (E) 다음의 문장인 ‘그러나 

온도, 햇빛 및 식량 가용성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의 조합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

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⑤이다.



level 1 28~29쪽

1 정답  ⑤

해석

직원 분들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말할 

기회를 가져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아주 훌륭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여름철에 우리 호텔

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

다. 저희는 여러분이 각자 종이에 제안을 써서 사무실 제안함에 넣어 

주기를 권장합니다.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

정입니다. 우리 호텔이 여름 기간에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이윤 

공유 계획을 통해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의 직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Fred Green 올림

해설

호텔의 사장으로 여겨지는 필자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회사의 안 좋은 상황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대화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안

을 하는 방법, 제안에 대한 시상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받

는 이벤트가 상세히 소개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글의 목적은 

⑤ ‘직원들의 의견을 받는 이벤트를 소개하려고’가 가장 적절하다. 

2 정답  ④

해석

James Baker 씨께

시장인 저를 포함해 저희들은 우리 시(市)에 귀하 같은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저희가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훌륭한 

제안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하께서 당신의 제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3주 더 일찍 귀하의 메모를 받

았더라면 아마도 그것들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그 비용을 이미 배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 사

회의 아이들을 도울 도서관에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결정에는 그다

지 실망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일원들도 그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느껴서 기쁩니다. 귀하의 사려 깊

음에 감사드립니다.

Susan Miller 올림

해설

첫 문장의 감사 인사에서 시 예산 중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

출 방법을 건의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시정 

참여를 좋게 받아들이면서 이미 예산이 사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

리고 그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며 의견을 낸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④ ‘시(市)의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에 답하려고’가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

3 정답  ⑤

해석

상담자에게

남편의 생일이어서 다른 부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고, 음식과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

니다. 훌륭한 저녁을 보낸 것에 모두 공감했지요. 제가 막 계산을 하

려고 하는데 제 친구들이 계산서를 잡더니 그들이 내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날은 제 남편의 생일이었고, 비싼 음식이어서 제가 내고 싶

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내겠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저는 언쟁

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그들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그들이 돈을 내겠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줄 선물을 

훔쳐간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식사하고 기분이 언짢은 사람

해설

고민을 상담하는 형식의 글로 남편의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이

야기하고 있다. 남편의 생일에 한 커플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려

고 했는데, 커플이 저녁 식사 비용을 내는 바람에 필자가 당황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끝 문장의 질문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즉, ⑤ ‘친구들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상담 받으려고’를 정답으

로 고를 수 있다.

Resources 수능 영어 정답 및 해설

정답 및 해설



4 정답  ③

해석

Lawson 씨께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에는 지원자가 기재된 시급을 센터에서 실시한 상담 시간에 대한 완

전한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한 바로는 상담가는 일과 중에는 규정 시급을 받고 

오후 6시 이후에는 1.5배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시급을 확실히 하여 주시고, 이 계약 동의에 필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Sally Martin 올림

해설

필자는 일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막상 계약서를 보니 논의한 것과 다

른 사항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무엇이 정확한지 문의하는 것이 이 글

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일하게 된 것이 기쁘긴 하지만 그 감정은 

이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

해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정확한 임금 정보를 알려 달라고’라고 할 수 있다. 

level 2  30쪽

5 정답  ③

해석

Colma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olmar Standard Bank에서는 고객님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음 브로슈어에 있는 다양하고 새로

운 선택 상품들을 보시면 고객님의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려는 저

희의 의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고객님의 은행 업무 

옵션들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계좌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글을 훑어봐 주세요. 고객님이 새로운 은행 서비스에 만족하실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고객님의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님께서는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또,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olmar Standard Bank에 의지하셔

도 됩니다. 고객님의 재정 서비스를 위해 Colmar Standard Bank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Colmar Standard Bank’가 고객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을 상세히 

전하려 노력하는 글이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바꾸어 오면서 고객

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이런 내용은 은행에서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홍보를 담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목적은 ‘③ 고객의 필요에 부응

하는 은행을 홍보하려고’이다.

6 정답  ⑤

해석

Campbell Martin 대학의 곤충학 학부에서 Sudbury 농업 협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연구 보조원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본교의 새로운 

통합 병해충 관리(IPM) 프로그램은 지역 농부들이 적용하는 현재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유력한 지원

자는 곤충학 경력, 혹은 응용과학, 특히 생물공학, 환경공학, 미생물

학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갖추면 좋습니다. 현장 테스트 IPM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험실 환경에서의 경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 소프트웨어 및 기타 산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며 간결한 영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응시자들은 샘플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선임 관리자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은 2월 12일입니다. 

해설

이 글은 대학에서 연구 보조원을 구하기 위해 낸 구인 광고이다. 유

력한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문의처

와 마감일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첫 문장에 언급되어 있다. 

Campbell Martin 대학의 곤충학 학부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연

구 보조원을 뽑는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level 3 31쪽

7 정답  ①

해석

관리인들에게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광고들은 당신이 의도한 손님

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더 나쁜 건, 전통적인 광고가 당신의 재정

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값은 비싼데 그리 개인적이지 

않은 광고를 구매하는 대신, 이메일 마케팅을 고려해 봐야 할 수도 있

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은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광고와 달리, 이메일 마케팅은 발신자에게 개인적인 메시지 

형태로 전달되어서 흔히 보던 광고보다도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뿐 아니라 제목에도 고객의 이름을 쓴 이메일을 고객

에게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판매나 할인을 제

공할 일이 생기면 이메일 마케팅 방식을 도입해 보세요. 당신의 거래

를 촉진시켜 주는 가성비 높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이메일 마케터 올림

해설

주의를 끄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옛 광고들의 비효율성을 언

급하며 대안을 암시한다. 예전의 광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의 이

메일 마케팅을 소개한다. 이 둘을 대조하면서 자사의 이메일 마케팅

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설명으로 우수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뒤,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제

안한다. 그래서 ① ‘이메일 마케팅을 홍보하려고’를 가장 적절한 목적

으로 꼽을 수 있다.

8 정답  ③

해석

나는 뭄바이에서 인력거를 타고 역으로 갔다. 그 작은 차로 질주하는 

느낌은 정말 좋았다. 나는 기차를 잡기에 충분히 일찍 도착했다. 15

분 정도 지나고 기차가 왔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와서 말을 걸었다. 우

리의 대화가 더 이어지자 그는 나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에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었더니 그는 자기 휴대 전화에 적었다. 그는 내

일 시험을 앞둔 공학도였고, 나는 진심으로 시험에 행운을 빌어 주었

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가 만난 그 학생은 내가 짐을 내리는 

걸 도와주었다. 겨우 한 시간 정도였는데도 그는 우정의 표시로 내 손

을 꼭 잡고 악수했다. 나는 그와 굉장히 가까워진 것처럼 느꼈고, 조

만간 만나기로 약속했다.

해설

인도를 여행하며 겪었던 일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기행문이다. 

이 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필자가 현지 기차를 타면서 겪은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행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좋은 친구

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사항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은 아니다. 그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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