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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1), 왜 필요한가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공교육 또한 이에 발맞추어 수업을 개선

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된 교실 환경 속에

서 똑같은 교과서로 정해진 답을 찾고, 교재에 등장하는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수업 방식이 과연 학생들에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학습 환경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시켜 주기 위하여 수업에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어 교과는 특히 글로벌 리더의 필요조건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디자인

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교사의 역할은 한정된 교실 환경 속에서 단순히 강의

하는 ‘Instructor’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Thinking Space’를 제공하는 ‘Facilitator’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 접근

할 수 있으며 공간의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 교육의 적용: 구글 클래스룸 기반 수업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자는 ‘G Suite for Education’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구글의 

도구들, 즉 G메일,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문서 도구 등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업무 진행을 돕는 서비스이다. 이 도구 중 하나인 구글 클래스룸

은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활용

하기에 좋은 플랫폼으로, 수업 진행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

다. 특히 학습 활동 및 프로젝트 수업의 측면에서 필자가 꼽은 

가장 큰 장점은 ‘Communicative Collaboration(소통적 협업)’

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같은 모둠원과 모둠 활동이나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1)　  ‘Self-directed, Motivated, Adaptive, Resource enriched, Technology embedded’의 약자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기획재정부, 2017).

글  대구 덕원고등학교 윤현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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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다고 해서 아날로그식의 수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쓰고, 만드는 일도 협업의 

일부이고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

다 보면, 매 시간마다 작성한 학습 결과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양이 많고 보

관할 곳도 마땅치 않아 늘 고민이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자료 보관 및 관리

를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시작하게 되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자료를 무제한

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수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필자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한 수업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글 클래스룸 활용 사례 ①: 정규 수업 시간 내 영어 독해 수업 

정규 영어 시간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교과서 본문 독

해 시간에 구글 클래스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글을 읽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이끄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독해 수업 

방식을 소개한다. 

• 1단계: 교과서 본문 ‘skimming’ 활동 

  교사가 먼저 교과서 본문 내용을 읽고 분석해 주기보다는 학생들

이 주체적으로 읽고 이해하게 이끄는 방법이다. 먼저, 교사는 ‘구

글 설문지’ 기능을 이용하여 교과서 본문 내용에 관한 이해 확인 

문제를 작성한다. 빠르게 본문 내용을 훑고 풀 수 있는 수준의 문

제로 준비한다. 그 다음, 학생들을 짝 혹은 모둠의 형태로 구성한

다. 짧은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을 ‘skimming’하게 

한다. 제작해 둔 ‘구글 설문지’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고, 학

생들이 로그인하여 문제를 풀게 한다. 이와 같이 진행하면, 학생들

이 정답을 제출함과 동시에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바로 확인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본문 이해 정도를 알 수 있다.

• 2단계: 모둠 ‘micro-teaching’ 활동

  1단계 ‘skimming’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을 4명씩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교과서 본문을 모둠 수에 맞추어 나누고, 모

둠별로 담당할 단락을 정해 준다. 이 활동은 ‘micro-teaching’으

로, 각 모둠은 맡은 단락을 분석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한

다. 모둠원은 각자 ‘1) 단어 2) 해석 3) 어려운 문장 및 어법 분석 

4) 내용 이해 문제 제작’의 역할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맡게 한다. 

학생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 동안 

‘micro-teaching’ 자료를 만들게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피드백을 준

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작업하므로 모두가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

할 수 있다. 

02    03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제출한	발표	자료

‘구글	설문지’	기능으로	제출한	이해	확인	문제

(YBM	고등	영어(한상호)	4단원	본문)

학습 목표

1. 본문을 ‘skimming’하고 이해 확인 문제를 풀 수 있다.

2. 모둠별로 본문을 분석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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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래스룸 활용 사례 ②: 과학·영어 융합 프로젝트 수업 ‘투석기 대항전’

이 프로젝트는 교과 융합의 형태로 방과 후 심화 수업에서 진행했다. 총 8차시로 구성했으며, 영어로 소통

하면서 투석기를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 또한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운영했다. 먼저, 수업 관련 

공지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고, 발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동 소

감은 ‘구글 설문지’ 기능을 활용했다. 특히, 수업 중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발표에 대

한 부담감을 줄이고, 소통적 협업을 구현하고자 했다. 즉, 모든 발표 준비와 슬라이드 제작을 수업 시간 동

안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게 했고, 필자는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모둠별 및 개별 피드

백을 주었다. 발표 수업의 경우 항상 집에서 시간을 내어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특정 친구들만 참여

한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구글의 프레젠테이션 도구(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도

구)를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개선되었다.

‘투석기 대항전’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먼저 투석기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에 적용된 과학적 원

리에 대해 영어로 학습한다. 모둠별로 제작하고 싶은 투석기를 디자인한 다음, 실제 제작하는 시

간을 갖는다. 이후, 모둠별 투석기 대항전을 진행한다. 모둠원들은 투석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투석기 성능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여 영어로 발표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

학습 목표

1. 모둠별로 투석기를 제작하고 대항전을 진행할 수 있다.

2. 투석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완성한 투석기의 장점과 개선점을 영어로 발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차시별 과정

[1~2차시] 투석기를 조사하고 과학적 원리 학습하기 [3~5차시] 투석기 제작 후 대항전 진행하기

[6차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발표 자료 만들기 

▶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면 좋은 점

	 1)	실시간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모둠별	혹은	개별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

	 3)	모둠별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다.	

	 4)	소통적	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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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의 한계, 스마트 교육에서 찾다!

학교마다 수업 환경이 다르지만 필자의 학교는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배우고 발표까지 하려면 50분의 수업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학습관리시

스템을 통해 이와 같은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개별 학습이 가능

하고, 50분의 수업 시간과 교실이라는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G Suite for Education’을 학교에 구축하고

자 시도했고, 정착시키면서 느낀 점은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먼저 교사로서 학생

의 결과물을 편리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은 교사,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습에 더 관심을 보이고, 동아리 및 방과 후 활동

에도 적용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활용법을 찾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영어 교사란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고 문제 해

결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기초 

영어 학습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읽고 싶은 것

을 찾아 읽고, 배우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

는 과정에 영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

가는 데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스마트 교육 환경이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	발표 내용

	 1)	투석기란	무엇인가?	

	 2)	투석기의	과학적	원리

	 3)	모둠에서	만든	투석기	소개

	 4)	모둠	투석기의	장·단점	

	 5)	모둠	투석기의	개선	방안	

	 6)	이	활동을	통해	배운	점	

[7차시] 영어로 발표하기

[8차시] ‘구글 설문지’ 기능을 활용하여 활동 소감 작성하기

모둠 대항전이라는 게임의 형식으로 투석기를 만

들고 영어로 내 의견을 표현하려 하니 단어가 부

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

색했지만 계속할수록 외국어라는 틀에서 벗어나 

친숙하게 여겨졌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수학적

인 원리도 탐구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 

▶	학생 박○○의 활동 소감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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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매 단원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 학습 활동을 소개한다. 함혜영 선생님은 보드 게임 ‘코드네임

(Codenames)’을 단어 학습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했다. 이 활동의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활동 방법을 한번 익혀 두면 언제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함혜영 선생님은 매일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이 활기차게 보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또 영어 시간 동안 학생들이 피곤

함을 덜어 놓는 것 같아 좋은 수업 방안이라고 추천했다. 

보드	게임을	활용한	

단어	학습	활동
함혜영 선생님(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코드네임(Codenames)’이란?

‘코드네임’은 팀 대결 보드 게임이다. 

각 팀은 ‘단어 보드판’에서 자신의 팀

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팀장

이 ‘팀 카드’를 보고 힌트를 주면, 팀원

들이 추론하여 자신의 팀 단어를 찾는 

게임이다.

‘코드네임’	보드	게임	방법	동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ZgCkf5DBdg&t=72s

게임 준비물

�  단어 목록표 �  단어 보드판(5x5) �  키 카드 �  굵은 펜

단어	목록표를	직접	만들거나	‘클

래스카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화이트보드,	칠판	시트지,	A3용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단어	

보드판을	만들	수	있다.

succeed v. 성공하다

successful a. 성공한, 성공적인

inventor n. 발명가

tremendous a. 엄청난, 굉장한

inevitable a. 피할 수 없는

invention n. 발명

in response to ~에 대한 응답으로, ~에 답
하여

not only … but also ~ …뿐만 아니라 ~도 역시

motivate v. 동기를 부여하다

spirit n. 정신, 정신력

publish v. 출판하다

novel n. 소설

hardship n. 어려움, 고난

depth n. 깊이

encourage v.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
하다

masterpiece n. 걸작, 명작

lead to …로 이끌다, 이어지다

path n. 길, 행로

brutal a. 혹독한

letdown n. 실망

passion n. 열정

end up -ing 결국 ~하게 되다

elegant a. 우아한

seek v. ~을 찾다, 구하다, 얻으려
고 하다

celebrity n. 유명 인사

arrogance n. 오만, 거만함

organization n. 조직, 기관

encounter v. 만나다, 마주치다

disaster n. 재앙, 재난

mission n. 임무

signicant a. 중대한, 중요한

launch v. 발사하다

spacecraft n. 우주선

astronaut n. 우주 비행사

crew n. 승무원

rescue v. 구조하다

continue v. 계속되다

orbit n. 궤도

mechanical a. 기계적인

malfunction n. 오작동, 결함

postpone v. 미루다, 연기하다

suer v. (고통·슬픔을) 겪다, 당하
다

triumph n. 성공, 업적

opposite n. 반대

indispensable a.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risk v. ~의 위험을 무릅쓰다, 각
오하고 해보다

confront v. (문제나 힘든 상황에) 마
주하다, 맞서다

우리반 단어장, 클래스카드

고등 영어I YBM 한상호 레슨1 성명 :

PAGE 1www.classcard.net

succeed inventor inevitable motivate spirit

publish passion hardship masterpiece path

letdown novel celebrity organization disaster

mission launch spacecraft astronaut crew

rescue orbit postpone suffer risk

‘worksheet	2’에서	골라	복사하

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색	이상의	펜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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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준비

게임 진행 방법  *방법은	동영상(p.	6)에서	기본적인	규칙만	적용함.

1  한 모둠을 6명으로 하고, ‘단어 목록표’에서 단어 25개를 골라 ‘단어 보드판’에 5x5로 적는다.

2   각 모둠을 두 팀(빨간색 팀, 파란색 팀)으로 나누고, 팀장을 한 명씩 정한다. 각 팀은 팀 색깔에 맞는 펜을 준비한다. 

3   각 팀장은 ‘키 카드’를 받는다. ‘키 카드’는 ‘단어 보드판’에서 어떤 단어가 어느 팀의 것인지 알려 주는 지도이다. 즉, 

아래 ‘키 카드’의 경우, 빨간 구역은 빨간 팀의 단어, 파란 구역은 파란 팀의 단어이다. 이때, 팀장은 ‘키 카드’를 팀원

에게 보여 주면 안 된다.  

1   각 팀은 순서를 정한다. 첫 번째 순서의 팀장은 팀원이 ‘단어 보드판’에서 자신의 팀 단어를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준

다. 이때, 힌트는 「단어 + 숫자」형태로 주어야 한다. ‘단어’는 팀 단어와 연관된 힌트이고, ‘숫자’는 이 힌트에 해당하

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낸다. 

 e.g. (‘게임 준비’ 설명에 제시된 ‘단어 보드판’을 기준으로) 팀장: 책, 2!  

 ▶   위 힌트는 ‘단어 보드판’에 책과 관련된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개수는 2개라는 의미이다. 위 ‘단어 보드판’에서 팀

장이 의도한 단어는 ‘novel’과 ‘publish’이다. 

2   팀원들은 팀장의 힌트를 토대로 추론하여, 자신의 팀 단어를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때, 맞으면 팀 색깔로 동그

라미를 하고, 틀리면 아무런 표시를 하지 못한다. 그 다음, 상대방 팀의 순서가 된다.  

3   ‘키 카드’에서 회색 칸은 ‘암살자’ 칸이다. 이 칸을 팀원이 고르면, 바로 해당 팀은 패배한다. 

 ★   이 게임은 학급 단위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한 학급을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화면에 ‘단어 보드판’을 띄우고 게임을 

진행한다.  

키	카드e.g. 단어	보드판

succeed inventor inevitable motivate spirit

publish passion hardship masterpiece path

letdown novel celebrity organization disaster

mission launch spacecraft astronaut crew

rescue orbit postpone suffe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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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보드판’의 예시입니다. 학습 단원에 맞게 단어를 교체하여 사용하세요. [해당 단원: YBM 영어Ⅰ한상호 1단원]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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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키 카드’의 예시입니다. 팀의 칸이나 색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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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컴퓨터 활용이 일상인 시대인 만큼,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함혜영 선생님은 ‘구글 도큐먼

트’를 이용하여 ‘자막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잠깐 시간을 내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에 과제 부담감이 적고, ‘구글 도큐먼트’라는 새로운 도구를 접할 기회도 준다. 이 도구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작성 및 편집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협동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유용하다.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구글 도큐먼트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접한 학생들은 나중에 구글 클래

스룸을 적용한 수업에 임하게 될 때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구글	도큐먼트를	활용한	

‘자막	만들기’	활동
함혜영 선생님(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구글 도큐먼트’는 구글의 웹 기반 서비스이다. 구글 계정만 생성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접목하기 유용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하여 협동 학습 

활동을 할 때 활용하기 좋다. 

✓ 한 파일을 여러 명이 수정할 수 있다. 

✓ 각 참여자에게 댓글을 남겨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 실시간으로 누가 작업하는지 볼 수 있고, 채팅도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로 어느 곳에서든 문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 모든 수정 사항이 입력 즉시 자동으로 저장된다.

‘구글 도큐먼트’란? 

‘구글	도큐먼트’		
사이트

‘자막 만들기’ 활동 준비

1   학생들이 보기에 좋은 강연, 축사 등을 조사한다.

 e.g.  우측의 동영상은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이자  

각본가인 Shonda Rhimes의 Darmouth College 

졸업식 연설이다.

	 		동영상은	영문	자막이	있는	것으로	찾는다.	

2   동영상 링크를 선생님 블로그나 학급 사이버 공간에 

올리고, 학생별로 어떤 자막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하

는지 담당을 정해 준다.  

	 	 		한	학생당	2~3	문장	정도만	담당하게	배분하면	좋다.	영상이	길	경우,	학급별로	영상을	나눠	진행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uHQ6TH60_I

Google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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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만들기’ 활동 진행

1  ‘구글 도큐먼트’를 이용하여 영문 자막 파일을 만든다. 한글 파일(hwp.)과 같이 자막 내용을 새 파일에 기재하면 된다.

	 		학생들이	영문	자막	아래	우리말	자막을	쓸	수	있게	문장별로	한	칸씩	띄어	기재하면	좋다.	

4   ‘자막 만들기’가 완성되면, 수업 시간에 자신이 담당한 자막을 발표해 보는 활동을 한다. 

	 		연사의	말투,	억양까지도	따라하는	쉐도잉	기법을	알려	주어	‘speaking’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2   모든 학생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공유’ 버튼을 누르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을 눌러 링크

를 생성한다. 이 링크 또한 선생님 블로그나 학급 사이버 공간에 올린다. 

3   마감 기한을 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담당한 자막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올리게 한다.

	 				각	학생의	결과물에	대해	댓글로	추가적인	정보	
및	피드백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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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영어로 된 영상을 찾아보거나, 영어 문장을 분석하게 이끄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함혜영 선생님의 ‘블

로그’를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이다. 블로그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웹 사이트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부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므로 언제든지 짧은 시간을 내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선생님

이 블로그에 영어 문장이나 영어로 된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그 문장을 분석한 내용이나 영상에 관한 이해 확인 문제의 

답을 댓글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끌 뿐만 아니라 활동 결과가 기록되

기 때문에 추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도 좋다.  

블로그를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함혜영 선생님(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4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남긴 댓글을 소개해 주고, 댓글을 남긴 학생들에게 도장을 찍어 준다.

블로그 활용 방법 ①        영어 문장 분석하여 댓글 달기 

1   블로그에 학생들이 분석할 영어 문장을 올린다. 

2  학생들에게 댓글을 남기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다른 학생이 보고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비밀 댓글로 작성하게 한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있게 학번과 이름을 함께 작성하게 한다. 

3   학생들의 댓글을 확인한다. 이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생각하게 유도하는 댓글을 남긴다. 

매거진201906월-고등-2.indd   12 2019. 5. 20.   오전 9:21



12    13

3   반별로 가장 빨리 댓글을 작성한 학생 5명에게 도장을 찍어 준다.

블로그 활용 방법 ②        영상과 관련된 문제 풀고 댓글 달기

1   댓글 활동에 참여하면 도장을 1개씩 찍어 준다. 특별한 도장

판 없이 교과서 속표지에 도장을 찍어도 좋다.

2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경우 이름을 적어 평가에 반영하는데, 

도장 1개를 이용하여 이름을 한 번씩 지워 준다.

3   학기말까지 도장을 많이 모은 학생에게는 문제집이나 과자를 

선물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생활기록부에 기

재해 준다. 

 학생 참여 유도 방법        도장 모으기

1  블로그에 학생들이 볼 만한 영상을 올린다. 

 e.g.   우측의 동영상은 알리바바 그룹(중국 최대 전

자상거래 업체)의 창업자인 마윈의 강연이다. 

마윈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으나,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하여 알리바바 그룹을 창업했다. 이 

사례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영상을 보고 풀 수 있는 이해 확인 문제를 게시한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qJs_NHjV14

학생이	선생님	게시	글에	작성한	비밀	댓글

선생님	블로그의	게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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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스마트		
단어	학습법!

클래스카드는 교실 수업에 

최적화된 단어장 서비스이

다. 이는 웹과 모바일에서 사

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이므

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언

제 어디서든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선생님은 교실용 단

어장을 개설하여, 단어 암기, 복습, 철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학생이 

교실용 단어장에서 숙제를 하면, 그 결과가 자동 채점 및 기록된다.

클래스카드가 무엇인가요?

우현식 선생님(대전 제일고등학교)은 영어 수업 시간에 클래스카드를 이

용하여 단어 학습을 진행했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 자료로 

클래스카드를 활용했다. 지금까지 단어 학습은 반복을 통한 개별적 암기

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어 학습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래스카드는 이와 같

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좋은 학습 도구이

다. 특히 우현식 선생님은 단순히 암기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형태의 단어 학습보다 유

의미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이끄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해결 방안을 클

래스카드를 통해 찾았다고 언급했다. 다음

은 우현식 선생님이 영어 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카드를 활용한 사례이다.

수업 적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클래스카드	사용	방법	동영상

우현식 선생님(대전 제일고등학교)

학생별로 각자의 단어장을 만들게 하자. 클래스카드 사이트에서 ‘시험지 인쇄’ 기능

을 누르면, 교실용 단어장의 단어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형태로 자

르는 등 단어장을 만든 다음, 짝과 함께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갖게 하자. 

영어	수업	적용	사례

01   짝 활동    단어 리스트를 출력하여 짝과 암기하기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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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클래스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

하자. 자동으로 재생시키면 영어 단어, 발음, 뜻이 연달아 재생된다. 학

생들과 함께 단어를 따라 읽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자. 

학생별로 ‘클래스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 이 앱을 통해, 학생

들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마다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생들

이 단어 복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과제를 부여하자. 클래스카드의 기능 중 암기, 리콜, 스펠 

학습 등을 과제로 주면, 학생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과제 결과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전체/개별 활동    클래스카드로 단어 복습하기 02

클래스카드의 ‘스피드 퀴즈’ 기능을 이용하여, 학급 게임을 진행하자. 

화면에 뜨는 단어를 보고 빠르게 정답을 눌러야 하므로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전체 활동    스피드 퀴즈로 마무리하기 03

학생들은 클래스카드 앱으로 영어 단어를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

는 스피드 퀴즈로 복습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때, 각 학생의 학

습 상황을 클래스카드 사이트로 확인하면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

한다. 

   전체/개별 활동    클래스카드로 단어 학습하기 

방과	후	프로그램	적용	사례

01

우현식	선생님의	방과	후	수업	‘삼시세끼	수능영어’	클래스

마무리 활동으로 퀴즈배틀을 진행해 보자. 게임 형태가 주는 

긴장감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여 준다. 활동의 재미를 위해 

가끔은 1등에게만 보상을 주기보다는 무작위로 선정해 놓은 순

위에게 보상을 주기도 해 보자.

   전체 활동    퀴즈배틀로 마무리하기 02

YBM교과서와 클래스카드, 영어 단어 전국 퀴즈배틀 이벤트 개최

YBM에서는 영어 퀴즈배틀 활성화를 위해 퀴즈배틀 이벤트를 주최하여 우승한 반에 피자 파티를 지원한다. 퀴

즈배틀은 매월 시행 예정이고, 대회 참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ybmcloud.com 또는 www.classcard.ne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21일 ~ 6월 13일: 초·중·고 필수 영단어 학년별 배틀(1차)

•6월 25일 ~ 7월 16일: YBM 교과서 퀴즈 배틀

•7월 2일 ~ 7월 23일: 초·중·고 필수 영단어 학년별 배틀(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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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영어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연계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교과서 연계 코너에서는 YBM 교과서 본

문과 관련한 지문으로 구성하여 교과서 본문을 학습한 다음, 관련 주제로 확장된 학습을 할 수 있다. 총 4개의 지문은 

Level 1부터 3의 난도로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교과서 연계 주제

Reading	
Summary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입체파 미술	

20세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입체파 미술에 대한 글이다. 사물
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재구성하는 형태의 이 미술 사상은 음악, 건축, 문학 영
역에 영감을 주었고 20세기 예술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Grammar	
Point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Cubism was an innovative art movement that Pablo Picasso started.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왔으므로, that은 앞의 an innovative art movement
를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Reading	
Summary	

흑사병과 봉건주의의 관계

14세기 중엽 유럽에 유행한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노동력 손실로 이어
졌다. 이는 유럽 경제의 기반이던 봉건주의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
이다. 

Grammar	
Point

동격 삽입구

The Black Death, one of the deadliest plagues in human history, changed 
many things in European society in the Middle Ages. 
이 문장의 주어는 The Black Death이고, 동사는 changed이다. one ~ history 부분
은 The Black Death와 동격으로 부가 설명을 해 주는 삽입구이다. 

•YBM 고등 영어 Ⅰ(한) 5과

Reading	
Summary	

전통 민속놀이인 강강술래의 기원

보름달이 뜬 추석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모여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
르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분사구문

Then they keep turning around, singing and dancing.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로 동시에 일어난 동작을 분사구
문으로 나타내었다. 

•YBM 고등 영어 Ⅰ(박) 5과

Reading	
Summary	

플라스틱의 대체물을 발명하다!

인도네시아의 한 사업가가 플라스틱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
고,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발명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help + 목적어 + 동사원형/to부정사

He hopes that these products can help people to protect our planet.
help는 5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to부정사를 쓴다. 

•YBM 고등 영어(한) 4과

LEVEL 1

LEVEL 2-1

LEVEL 2-2

LEVEL 3

Extra Reading 
Materials

•YBM 고등 영어(박) 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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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ummary	

자외선 차단제 판매를 금지하려는 하와이

일부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 있는 화학 물질이 산호초에 달라붙어 해양 환경을 파괴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와이에서 해당 화학 물질이 들어간 자
외선 차단제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no matter whether

So really it’s impairing corals no matter whether you’re wearing it on land or 
at the beach. 
no matter whether는 ‘~이 맞든지 아니든지 (상관없다)’는 의미이다. 

Reading	
Summary	

몽골의 전통 여름 행사, 나담 축제

과거 전시 대비 훈련의 목적으로 양궁, 말타기, 씨름을 했고, 이 세 가지 민속 경기가 
지금은 몽골의 전 국민 전통 행사인 나담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부사 why

The reason why these games are chosen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ountry. 
관계부사 why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 The reason을 수식하고 있고, 이 문장의 주어
는 The reason, 동사는 is이다. 

영어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의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이 코너에서는 시기에 적절하고 사

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의 지문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또한, 총 4개의 지문으로 Level 1부터 3의 난도로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Reading	
Summary	

스페인의 낮잠 시간, 시에스타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이른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을 시에스타라고 한다. 점심
시간 후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낮잠으로 체력
을 회복한 다음, 일을 하는 스페인의 풍습을 소개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must have + p.p.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them to work on the hottest time of the day.
「must have + p.p.」는 ‘과거에 ~이었음에 틀림없다’는 의미이다. 

LEVEL 2-1

Reading	
Summary	

미국 학생들은 여름 방학에 무엇을 할까?

미국 학생들이 여름 방학에 많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여름 캠프를 소개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관계부사 where

There are other summer camps where students travel other places and stay there 
for a week or so.
where는 앞에 있는 선행사 other summer camps를 꾸미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이다. 

LEVEL 1

LEVEL 2-2

LEVEL 3

시의성 있는 주제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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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입체주의는 평평한 캔버스에 3차원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②  입체주의는 유럽 예술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③  입체주의는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운동이다.

④  고전 예술은 대상을 추상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⑤  입체주의 화가들은 현실 상황을 파악하여 작품에 반영했다.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ubism was an innovative art movement that Pablo Picasso 

started. In Cubism, artists began ① to look at subjects in new 

ways in an effort to describe three dimensions on a flat canvas. 

They would break up the subject into many different shapes 

and then repaint it from different angles. Cubism paved the way for many 

different modern movements of art in the 20th century. This new, modern style 

of painting and sculpture both revolutionized European art and ② inspiring the 

music, architecture, and literature of the time. In fact, it is often regarded as the 

20th century’s most influential art movement. It is hard to imagine ③ living in a 

world without these abstract, geometrical styles of art because Cubism really has 

had an impact on many parts of the world. At first glance, Cubism may seem 

somewhat hard to understand compared to more ‘classical’ art that strove to 

describe subjects completely ④ realistically. But really, it’s 

just another way of ⑤ representing the world around us and 

exploring different points of views. Cubist artists weren’t 

just painters, they were innovators; inventing new styles of 

painting, as well as being extremely aware of and reflecting 

current events in their paintings, particularly World War I.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geometrical 기하학적인

listen to mp3

교과서 연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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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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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C) - (A) - (B) ④  (A) - (B) - (C)

⑤  (B) - (A) - (C)

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Rapid Economical Growth in Indonesia
②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s
③ 	Cassava as a Hardy Plant
④  A Plant-based Plastic that Doesn’t Pollute
⑤  Plastics, a Non-biodegradable Material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You’ve heard about the impact that modern population is having on 

the planet. Our planet is having a difficult time because of many factors 

such as cars, energy factories, and the over-consumption of the earth’s 

resources. That is, the modern population is causing a lot of problems. 

Yet, some inventors are using technology to solve our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cross the planet. Here is one of those inventions.

(A)  So he started looking for ways to create a plastic from a biodegradable material.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he and his partner succeeded in making a material that can 

be used instead of using plastics from cassava, a cheap and common vegetable found 

across Indonesia. 

(B)  One day, Indonesian entrepreneur Kevin Kumala was so angry because of all the 

plastic waste on the seabed and on the beautiful beaches in Bali, Indonesia. Bali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it resulted in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plastic bags found on the beaches, thrown into the sea, and scattered along roadsides. 

“I was thinking that those disgusting, toxic plastic waste would not decompose,” he 

recalled. 

(C)  In 2014, Kumala launched Avani Eco, which produces four tons of cassava-plastic 

products each day. He hopes that these products can help people to protect our planet.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1 

*biodegradable 생물 분해성의

교과서 연계 주제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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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4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Tyranny Before the Black Death
② 	How Peasants Lost Their Lands
③ 	The Black Death, One of the Deadliest Plagues
④  Dissecting the Cause of the Black Death
⑤  The Black Death and Collapse of Feudalism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Black Death, one of the deadliest plagues in human history, 

changed many things in European society in the Middle Ag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plague was ① significant. The Black Death 

had killed about one third of Europe’s population, and wages 

rose dramatically, giving laborers some chance of improving their own condition of 

employment. At that time, wages roughly doubled. Peasants were free to leave the 

lands of the lords to try to find higher wages because of the huge labor ② abundance. 

As a result, the pyramid of power broke down, and everything was thrown into chaos. 

Labor became rare and more valuable than abundant land. It made the fortunes and 

power of the nobles, whose wealth and dominance were based on land, ③ unstable 

since the land became worthless. The nobles began to quickly lose their wealth and 

social status. Landless people were able to take over ④ abandoned lands, and those 

who could manage more land took them. Consequently, the Black Death caused the 

foundation of feudalism to ⑤ collaps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2 

*peasant 소작농     *feudalism 봉건주의

교과서 연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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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rove their values  ② 	get friendlier with each other
③ 	celebrate seasonal changes ④  break away from usual restrictions
⑤  disclose the unfairness between men and women

2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unmarrying ....... performed ....... existed   
②  unmarrying ....... been performed ....... existed
③  unmarried ....... been performed ....... existed 
④  unmarried ....... performed ....... was existed
⑤  unmarried ....... been performed ....... was existed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anggangsullae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easonal 

rituals of Korean culture. It was originally performed by  

(A) unmarrying / unmarried  young women aged between 

15 and 20,  wishing a good harvest.  But,  when it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women in their 40s or 50s, started 

to perform the dance. Since then, Ganggangsullae has been handed down by 

middle-aged female members of the community. Traditionally, Ganggangsullae has  

(B) been performed / performed  most commonly on Chuseok, Korea’s Thanksgiving 

Day. Under the bright full moon, dozens of women hold hands to form a circle. 

Then they keep turning around, singing and dancing. The origin of Ganggangsullae 

is found from agricultural folk customs of Mahan, an ancient Korean state that  

(C) was existed / existed  2,000 years ago. In human history, it is not common to se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nded down for such a long time. This long transmission 

of Ganggangsullae implies that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women both in the society 

and in the family have continued for a long time. Traditional Korean society was 

male-centered, and women were not allowed to sing aloud or go out at night. On 

Chuseok, however, women could freely sing and enjoy an outdoor activity under the 

full moon. Ganggangsullae gave women a chance to .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교과서 연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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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1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어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2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①  미국에서 인기 있는 여름 방학 활동 예시

②  캠프가 진행되는 대략의 기간

③  학생들이 선호하는 캠프의 종류

④  여름 캠프에서 진행하는 활동

⑤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기다리는 이유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Every student loves summer vacation. When summer is 

① in full swing in the U.S., students enjoy their nice and long 

holidays from school. Then, what do American students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One of the most common and popular activities students 

do is attending summer camps.  

Many students attend at least one summer camp during their vacation. Some 

of these camps take place at local schools or parks and only happen during the day. 

There are other summer camps where students travel other places and stay there for 

a week or so. They might camp in a tent or stay in a cottage. There are summer camps 

for just about every activity you can imagine. Some camps ② are focused on one thing 

such as playing basketball, playing musical instruments, or singing. Other camps are 

so general that students can ③ take part in a variety of activities. There might be some 

horseback riding, some arts and crafts, and plenty of classic games such as capture the 

flag. Summer camp is a great chance for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their peers and 

have a lot of fun. 

In summer camps, students can learn many things other 

than school subjects. With so much going on in summer 

camps, their summer always ④ flies by. Students wait for the 

next summer because they ⑤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different types of camps.

listen to mp3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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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1 

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esertification ②  urbanization ③  aging society
④  global warming ⑤  urban emptiness

2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①  the reason why a siesta was important in Spain
②  the reason why Spanish people eat big lunch
③  the time when most stores close for a siesta
④  the scientific evidence supporting a siesta
⑤  the current status of a siesta in the city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Spain, lunch is the biggest meal of the day. Since Spanish people 

don’t take breakfast seriously, and dinner tends to be something light 

because they do not want to go to bed with their stomach full, people 

have a tendency to eat a lot at lunchtime. After a large meal, the high 

temperature at midday in Spain easily makes people feel drowsy and 

tired. This is why Spanish people take a nap after lunch. Most businesses 

and stores close between 2 p.m. and 4 p.m. so employees can go home, 

eat, and take a rest from working during the hottest part of the day. 

A siesta, an afternoon rest or nap, was regarded as significant 

especially in the past because most Spanish people worked in farms. It 

must have been difficult for them to work on the hottest time of the day. 

Therefore, taking a break after lunch was essential to avoid the scorching 

midday sun.

However, recently, with the  of Spain, the 

siesta became a less and less important part of people’s daily routine. 

As people moved to the cities to find work, there was simply no time to 

come home from the office to take a quick nap. 

listen to mp3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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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ongolia’s Naadam Festival is a national holiday and an annual sporting carnival 

① which runs over a few days. (A) It is the time of the year ② when most local people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in, and many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visit to see 

sports tournaments and cultural activities. It is held in towns at various times from 

July 10 to the beginning of August, but the main celebrations are on July 11 to 13 at 

Central Stadium in the country’s capital, Ulaanbaatar. 

The festival is locally known as ‘Three Games of Men’ since it consists of three 

sports including wrestling, horse racing, and archery. (B) The reason why these 

games are chosen ③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ountry. (C) In the past, the 

three games were the parts of the main practice for war. (D) Thus, they were held as 

an organized event before the battle, and the way to train soldiers still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the festival. 

As well as ④ witnessing the sports competition, it is such a great experience to see 

a number of displays of traditional song, dance, and 

costumes. (E) In addition, the festival was ⑤ adding 

to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so 

it is not overstated that the Naadam Festival is one 

of the must-see-attractions for tourists!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2 

4 윗글을 읽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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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there will be Mongolian throat singing, which is an extraordinary 

vocal form.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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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re are many benefits of wearing sunscreen. As skin cancer cases are on the 

rise,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applying it properly and often is one of the 

most (A) effective / ineffective  ways to avoid getting skin cancer. However, Hawaii 

is taking steps to encourage residents and visitors to avoid using certain kinds of 

sunscreen. The lawmakers in Hawaii’s House and Senate passed a bill that widely 

bans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sunscreens containing oxybenzone and octinoxate, 

two of the most common ingredients in chemical sunscreens. ① According to the 

lawmakers, multiple studies reported that thousands of tons of sunscreen end up  

(B) sticking on / detaching from  coral reefs worldwide every year. The oxybenzone 

and octinoxate in chemical sunscreens break down corals and consequently destroy 

marine ecosystem. ② “We have to make a way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sunscreens. If corals are destroyed, our whole fishery, ecosystem, and habitat will be 

destroyed. So we need to protect them,” one of the lawmakers remarked. ③ “As you 

go home and take a shower, the water is washing off sunscreen, and those chemicals 

go into the ocean. ④ Some factors such as the increasing temperature of the ocean, 

thoughtless fishing methods, and water pollution are killing the corals. ⑤ So really it’s  

(C) cultivating / impairing  corals no matter whether you’re wearing it on land or at 

the beach.” The bill banning sunscreen will go into effect in 2021. Then residents and 

visitors in Hawaii will not be allowed to use sunscreens containing oxybenzone and 

octinoxat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2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ineffective ....... sticking on ....... cultivating   
②  ineffective ....... detaching from ....... impairing
③  effective ....... sticking on ....... impairing 
④  effective ....... detaching from ....... impairing
⑤  effective ....... sticking on ....... cultivating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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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영어 등급별 학습 전략

영어 등급별 학습 전략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상대평가로 실시되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다가 영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시 모집에서 적성, 논술고사 등을 준비하는 자연 계열 학생들은 영어 

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성적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무엇보다 꾸

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또한 이미 기본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빈

칸 완성,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찾기 등 3점으로 자주 출제되는 고난도 유형을 집중적으

로 공략하는 노력과 더불어 수능 기출 어휘를 빠르게 복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계속 

2등급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감에 의존해 답을 고르지 않고 글의 전개를 파악하는 논리

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선택지를 정확히 골라내는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은 9월 모의 평가 전까지 듣기를 포함한 70분 실전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며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 있는 유형과 취

약한 유형을 파악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EBS 연계 교재 

정독을 목표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 70%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학습한다면 2등급 이상으로의 점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BS 교재를 학습할 때에는 긴 문장을 잘못 해석하여 전체 지문

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을 직독직해하며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각 

지문별로 주제를 정리해 두고 어떤 유형의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암기이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 어

휘 학습인데,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7개 이상이면 주제 파악이 어려워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을 상기하며 시간을 할애하여 어휘 학습에 임해야 

한다. 수능 기출 어휘를 기본으로 하고 EBS 연계 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함께 암기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또한 듣기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듣기 문제를 다 맞히면 30점 후반이 되어 

6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처음부터 듣기 문제 풀이를 하

기보다는 대본을 확인하며 대화를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Back to Basics”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

요하다. 정시는 물론이고 현재 대입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영역의 등급을 반

영하여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영어를 핵심 과목

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 그렇다면 6월 수능 모의 평가 이후의 등급

별 효과적인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글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체계적 훈련을 통한 
1등급 굳히기”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1, 2등급

3, 4등급

5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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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01
글의 목적, 주장, 주제, 요지 및 제목을 묻는 문제 유형을 통틀어 대의 파악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 이 유형의 출제 

의도는 글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즉, ‘모든 개별 문장은 전부 주제를 반영해야 한

다’는 글의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제목 파악뿐만 아니라 관련된 유형의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의 파악 문제 유형의 특징을 파악한다.

02
제목은 글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도입부에서 중심 소재를 파악한 후 주제문을 우선적으로 찾아 이를 가장 

잘 반영한 선택지를 답으로 고른다. 특히 제목 파악 유형의 선택지는 대체적으로 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

기 때문에 주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중심 소재와 주제문 찾기가 핵심이다.

03
선택지의 제목은 의문문, 동격 표현 등을 사용하여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글의 요지를 바꾸어 말한 제목에 유의한다. 기출 문제에 사용된 제목 표

현을 정리해 두면 풀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목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목 파악 문제’는 독해의 기본인 글의 핵심을 묻는 유형 중 하나이다. 명시적인 주제

문이 있을 경우 이를 잘 압축한 내용의 선택지를 찾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을 

종합하거나 글에서 서술된 사건 혹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수능	대표	유형			제목 파악 문제 

  Step 1       반복되거나 같은 의미를 가진 어구를 통해 주제를 파악한다.

•catastrophes, mass tragedies, natural disasters: 큰 규모의 재해

•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or actual losses, large numbers: 피해 및 손실의 규모

•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fail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의사 결정과 적절한 조치의 실패

→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를	종합해	보면	‘큰	규모의	재해와	관련된	피해	및	손

실의	규모	+	의사	결정의	실패’가	글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Step 2       반전이 포함된 문장을 기점으로 필자의 의견을 파악한다.

However, recent behavioral research casts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		이	문장의	앞부분은	사람들이	재해의	결과	수치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노력을	들여	큰	재해로	인한	손실의	규모와	범위를	전달한다

는	내용이다.	하지만	역접	연결어(However)를	기점으로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

하였고,	사람들이	큰	수를	이해하지	못하고(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정서적	반응의	전달이	없으면(unless	they	convey	affect	(feeling))	큰	수는	의

미가	없으며(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의사	결정에서	

과소평가된다(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라는	내용을	통해	필자의	의

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출 파악하기

•2019학년도 수능 절대평가(홀수) 기출문제(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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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제목 파악 유형 예상 문제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Among males, size often matters in battles for mating, and it is where the ‘bulk up’ 

competition begins. But sometimes being bigger to hold a lead may not always work in favor of 

the group. Elephant seals are a good example. Bulls of the species often weigh almost as much 

as a large vehicle. During mating season, pairs of mature bulls battle one another ferociously for 

hours on end, until one finally backs off in defeat, bloodied and exhausted. The victor claims 

near-exclusive access to all the females that may number as many as a hundred. But while great 

size helps an individual bull to be more likely to prevail in such battles, being too large is a clear 

handicap for the whole. It is because this makes a group easily seen by predators, putting the 

young and sick at risk. 

①  Animals Also Need to Go on a Diet

②  Going Extreme Puts the Herd in Danger

③  What Does It Take to Succeed in Mating?

④  The Law of the Jungle: The Bigger, the Better

⑤  Why Some Species Have an Advantage over Others in Survival

2 Sometime within the last decade, a new word has emerged. Actually, this is an existing word 

used in a new way: the verb ‘to friend.’ The action is to announce to everyone you know that you 

‘like’ an individual and would like to ‘friend’ them. Keep in mind that the meaning of ‘like’ and 

‘friend’ has little to do with the traditional definitions of the words. In the context of online social 

media, these terms refer to the ability to add people—some of whom truly are your friends and 

some of whom are no more your ‘friends’ than a star in a remote constellation—to your ‘circle’ of 

friends. These ‘friends’ are just people who, for whatever reason, signify they want to ‘follow’ you 

online. 

①  Why New Words Keep Being Coined Online

②  How to Distinguish Real Friends from Fake Ones

③  Words Are Not What They Are in a Digital World

④  The Connection Between Language and Social Network Sites

⑤  How Social Media Affects Perceptions of Friendship Among Young People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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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 Parents who watch their kids spending hours on their digital devices are torn between two 

emotions: one, of wonder, marveling at their children’s technical skills and feeling happy that their 

children are set for the future, and the other, a sense of fear about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this technology might have on their children’s brain, social skills, and future. What’s the proper 

balance? Technology by itself is neither good nor bad. Rather, uses and limits of technology which 

we should be teaching our children are what determines whether it has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society. It is not our children’s fault if we, parents, have failed to teach them how to 

balance screen-time use. But, then again, we are the first generation to have to teach this stuff, and 

we don’t have any role models from past generations to guide us.

①  Reasons for Screen Addiction in Children

②  A Few Tips to Use Digital Devices Properly

③  The Rights of Children in Digital Media

④  In Search of a Parents’ Role in the Digital Era

⑤  Limitations of Parents as a Screen Time Guide

4 E-commerce opened the era of somewhat rough new advertising mediums such as 

never-ending banners, pop-up advertisements, and the like, which distract people from their 

online activity. In contrast, social media not only provides a way to reach engaged consumers 

within a particular platform, but the sites allow for an incredible amount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users. And it can be used most effectively for companies to segment markets and target 

consumers based on lifestyle and stated interests as well as on their own search results and posted 

content. Thanks to modern methods, advertisers and their messages can change customers, from 

those who just look at screens to engaged and eager ones who are already in a social platform 

where they can share brand information and their enthusiasm with the click of a button.

①  To Attract Your Customers: Keep It Simple

②  How Social Media Serves as a Promotional Tool

③  Beware of Unreliable Information in Social Media

④  Diversify Your Advertisements According to Age Groups

⑤  Innovation in Advertising: What Changes Shopp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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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Nowadays, more and more ‘traditional’ children’s environments serve as entertainment 

outlets. The appeal of traditional toy stores seems unlimited. Many parents get thrilled at seeing 

a display of toys, games, and stuffed animals that they may have played with when they were 

children. It means they react to the toys in a manner that is quite telling—at least to marketers. 

The nostalgic appeal of certain toys to parents is almost automatically imprinted on the children. 

This has been reworked on a very sophisticated level with the ‘toys’ chosen, seemingly at random, 

by certain toy stores. Whether they’re traveling bingo games, classic cards, or action figures, the 

appeal is astonishing. As accent pieces to themed rooms or specific toy displays in store, they 

reach out and grab the child within the adult. 

①  Learning from the Tradition

②  Secrets Hidden in Top-selling Toys

③  Shopping Outlets: Where Children Socialize

④  Old Toys: The Bridge Between Parents and Kids

⑤  Nostalgia: The Driving Force That Attracts Consumers 

6 In general, fashion and sustainability are often contradictory, and the challenge that the 

fashion industry is facing today is to find the most suitable way to combine them. While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of ‘sustainable fashion,’ many people in the industry look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where they are in the fashion production process.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a 

textile producer defines ‘sustainable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water consumption, 

and toxic chemicals. Next, a concerned fashion designer could consider it promoting eco-label. 

For a garment manufacturer, this could mean fair and safe working conditions for his production 

team. Finally, for the customer, it could be about enduring usage, recyclability, etc. Without any 

doubt, sustainable fashion is all of these and demands a comprehensive viewpoint.

①  Sustainable Fashion from Diverse Viewpoints

②  When Fashion Trends and Sustainability Clash

③  Introduce Eco-friendly Habits into Your Fashion

④  How the Fashion Industry Reduces Energy Consumption

⑤  Sustainable Environment: Combined Efforts of Producers and Consumers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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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7 The average British adult gets around 6.5 hours sleep on a week night. This is an hour and a 

half less than what they are most likely to need to function properly. Scientists ca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sleep we need and the amount of sleep we actually get ‘sleep debt.’ The 

debt accumulates night after night, and at some point, it has to be repaid. As a general rule, every 

hour lost must be added later. So most people try to catch up that time on weekends, and it is a 

binge-and-throw up habit that psychiatrist Robert Stickgold has termed ‘sleep bulimia.’ The catch 

here is that this method does not usually work. We may feel better for a few hours on Saturday 

or Sunday after a long sleep the night before, but come evening, we are still impaired and more 

apt to make mistakes, have accidents, and overreact because the entire debt has not been repaid. 

To recover fully, we need to sleep longer for several consecutive nights, which is out of reach for 

many.

*bulimia	폭식증

①  Why Sleeping in on Weekends Doesn’t Pay Off

②  The Ideal Amount of Sleep for Adults

③  Sleep Deprivation: A Growing Public Health Concern

④  Change Your Sleep Habit to Regain Your Mental Health

⑤  Ways to Stay Focused When You Fall Short of Sleep 

8 Sometimes achieving work-life integration means abandoning some activities, previous 

arrangements, and pleasures in order to get what you really want. If making additional money is 

important to you in the short term, you may decide to spend more time on work, take on some extra 

shifts, work on public holidays, get a second job, or do whatever you need to do to make extra money. 

And while it may seem that other activities are being neglected, it is all right, as long as you have 

consciously chosen to place the earning of money as of higher priority than other things in the short 

term. Likewise, if getting healthy is important to you, you may find that you need to sacrifice certain 

social events, watch what you eat, spend more time at the gym, or even get up earlier so that you 

have time to exercise. Either way, these will be conscious choices about how you spend your time. 

And it is these choices that will help you to achieve the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to you.

①  Obstacles to Achieving Work-life Balance

②  The Process of Prioritizing What You Want

③  Be Prepared to Give Up to Accomplish Your Goal

④  Factors Affecting Our Decision-making Principle

⑤  Making a Wish List: The Beginning of Happiness

LEVEL 3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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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traditional model of teaching, the teacher is the source of knowledge. Learning is based 

on one-dimensional material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curriculum content and skills. 

Today’s resources, however, are digital, interactive, and visually rich; a stark contrast to rather 

lengthy text description of topics and themes. Students are now at the center of their learning 

and use today’s technology and resources in way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learning 

materials. They access multiple sources, customize material to suit their needs, mix various 

media to create new learning, and then share it with an unlimited number of peers through 

their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s we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to digital and 

interactive ones, we need to carefully plan and prepare the learning environment. As good 

teachers have done for decades, good planning provides learning environments that enable 

students to successfully optimize their potential for success. Having a management plan is 

essential when using digital learning tools. The following are some suggestions on planning 

your digital classroom.

1. Classroom Organization and Management
•�When�you�have�a�limited�number�of�computers�or�hand-held�

devices available for group activities and students have to 

share, consider assigning specific roles to group members. If 

everyone has a specific job to do, it is much easier for students 

to focus on the learning goal.

How to Manage 

a Digital 
Classroom

Trend 
    Fun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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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students�with� clear�guidelines�on� school�

policies and procedures in working with technology 

in the classroo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norms 

for student behavior in your classroom with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Have students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acceptable use and etiquette 

guidelines in your class.

•�Establish�a�backup�plan�for�those�days�when�the�technology�or�the�Internet�connection�

is not available.

•�Ensure�the�websites�and�learning�platforms�you�recommend�to�students�are�secure.�

Review which websites your students are recommending to each other.

2. Instructional Approaches
•�Students�are�motivated�and�benefit� from�working�

collaboratively with their peers in a team or pairs. This 

type of learning requires new skills in cooperative 

work. Students need to learn how to get along, share 

and learn from each other. Forming teams needs 

planning. It may be necessary for teachers to consider 

computer skills and the specific assignment when 

pairing students.

•�Facilitate�and�encourage�students’�use�of�primary�resources�by�using�online�polling,�

interviews, and accessing photo galleries.

•�Take� full�advantage�of�student�expertise.�Students�often�know�more� than� teachers�

do about a technology, and teaching someone else what they know is a great way to 

reinforce their own learning and foster a supportive classroom community.

•�Just�as�students� today�share�their�expertise�and�knowledge�readily�with�each�other�

online, it is beneficial for teachers to form online support groups as well as the 

traditional face-to-face connections. Expanding your learning about technology 

integration can be done anytime, anywhere, by joining an online educator community.

Different sources of technology will provide different types of access and various levels 

of uniformity, good teachers never relied on one teaching resource or one teaching method, 

likewise today’s teachers will never use a single technology in a single way.

출처: http://teachmag.com

TEACH Magazine is a Toronto-based educational publisher that believes good teaching doesn’t begin and 

end in the classroom. TEACH focuses on producing practical, useful content for teachers they may use 

directly in the classroom. TEACH has been publishing since 1993.

Website: http://teachmag.com    Contact: info@teach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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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Raise 
Me Up

[정답]
Q1.	No.	/	Westlife는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의	5인조	팝	음악	그룹이다.	
Q2.	Yes.	/	이	곡의	리메이크	버전	중	Westlife의	곡이	유명하며,	이	곡이	발매되었을	때	UK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Q1. Westlife는 1998년에 결성된 영국의 5인조 팝 음악 그룹이다. Yes. / No.

Q2. Westlife가 부른 ‘You Raise Me Up’은 예전에 발표된 음악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Yes. / No.

Video

Trend 
    Fun

Pop Song

by
West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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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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ary,	come,	still,	sit,	raise,	mountains,	raise,	stormy,	shoulders,	raise

[Worksheet B 정답]

down,	soul,	troubles,	heart,	wait,	silence,	until,	me,	up,	stand,	up,	seas,	strong,	when,	up,	more,	than

•so that: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You raise me up so (that)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은 내가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줘요.

뜻   ~하기 위해서

형태   so that + 주어 + 동사
(주로 can, will, may 등의 조동사와 함께 쓰인다.)

●	 다음	사진을	보고,	[보기]의	표현과	‘so	that’을	이용하여	어울리는	문장을	써	봅시다.

1.

2.

3.

we	could	see	the	scenes	better		/		please	speak	up		/			

I’d	like	to	rent	a	car		/		I	can	take	more	baggage		/		we	climbed	higher		/			

the	people	at	the	back	of	the	room	can	hear	you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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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고요히 여기서 기다려요.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서 앉을 때까지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은 내가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줘요.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은 내가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줘요.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나는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을 때 강해져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x4)
당신은 나를 일으켜 더 강한 내가 되게 해요. (x4) 

◎ ‘You Raise Me Up’ 가사 및 해석

◎ ‘You Raise Me Up’ 단어 목록

●	 팝송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써	봅시다.

1. down 2. soul 3. weary

4. trouble 5. burden 6. still

7. silence 8. until 9. awhile

10. raise 11. shoulder 12.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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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ake a Break 

The noblest pleasure is  

the joy of understanding.
- Leonardo da Vinci

A Famous Saying 

Laugh Out Loud 

Fun Riddles

1.	 What always eats but is always hungry?

2.	 	What building has the most stories?

3.	 	What belongs only to you and yet is used more by others 
than by yourself? 

4.	What comes down and never goes up?

What people think a teacher’s summer is like VS. What it’s REALLY like!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FUN RIDDLES 정답: 1. fire   2. a library   3. my name   4.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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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What’s New

긱 경제(Gig Economy)
‘긱(gig)’은 ‘무대 공연’을 의미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

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긱 경

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새로운 노동 시

장 트렌드이다. 즉,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임시직 등 대안적 노동 

형태를 일컫는데, 여기에는 전문성이 높은 정보 기술 전문가, 기자, 

디자이너부터 희소성이 낮은 기술 소유자인 청소원, 운전기사, 단순 

노동까지 그 범위가 넓다. 긱 경제의 장점은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사무실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

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유연성 있게 일할 수 있다. 

다만, 이 자율성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수면 부족

과 과로로 이어져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긱 경제 속의 근로자는 노동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

지 못하고,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긱 경제가 이미 빠

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긱 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품의 QR 코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챗봇, 셀프 카운

터, 미국의 아마존 고 무인 매장.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

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원

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 즉 언택트 서비

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

(contact)에 부정·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인 신조어다. 

언택트 서비스는 고객들이 쇼핑을 할 때 직원과의 접점을 

최소화하여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게 해 준다. 

최대 소비 집단으로 여겨지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들에게 언택

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들의 지갑을 열고, 동시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줄이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 시장의 많은 영역에서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마케팅 차원에서는 이것

이 경제 침체기에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언택트 기술의 보편화가 모두에

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층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어 새로운 시스템

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업의 발달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기계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지만, 비대면에 익

숙해지다 보면 문자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소리나 표정, 몸짓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

다.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서비스를 활용하되, 대면 접촉이 필요한 곳

에서는 그에 알맞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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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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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Good Books to Read

A Book for You

책 소개

이 책은 송형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담은 세 가지 키워드 돌봄·치유·성장을 큰 줄기로, 35

년의 교단 경험을 하루치 수업 과정으로 구성했다. 35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35년처럼 한결

같이 아이들 편에서 마음을 읽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하려 노력해 온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각 교시마다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 소통 교육 사례가 가득하다. 그 외에 학교

폭력, 학부모 교육 등 여러 영역의 인기 강사로 활약하는 송형호 선생님의 학교 밖 외부 특

강 내용과 방학 중의 자율 연수 해외 여행기도 부록으로 실었다. 본문 사이사이 숨겨진 팁은 

교사들에게 전하는 교육 노하우들이다. 이 책은 현재 교직에 있는 동료와 후배 교사뿐 아니

라, 학교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수업’이기도 하다. -yes24

+	송형호

2018년 여름, 35년 교직 생활을 마감한 그는 퇴직 후에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돌보며 치유하

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꿈을 설계하고 있다. ‘교사

의 교사’로 유명한 송형호 선생님의 이색적인 수업 방식은 KBS, EBS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2013년에는 학교폭력 근절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교보문고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	Cece	Bell

Cece Bell은 미국 버지니아에 살면서 남편과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지내고 있다. Cece 

Bell은 켄트 주립 대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을 배웠다. 그녀는 『Rabbit & Robot: 

The Sleepover』, 『Itty Bitty』, 『Sock Monkey Goes to Hollywood: A Star Is Bathed』 등을 

쓰고 그렸다. 『El Deafo』로 뉴베리 아너상(Newbery Honor Prize)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책 

상을 수상했다. -교보문고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이 책은 청각 장애를 가진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렸고, 보청기를 낀 모습을 슈퍼히어로처

럼 상상해서 그린 엉뚱함이 있다. 청각 장애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 글씨 크기나 빈 말풍선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형식이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이다. 

소녀는 자신을 진실하게 이해해 줄 친구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친구들과의 갈등과 더

불어 사람과 사귀는 데 서툰 자신의 단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 가고, 마음을 열고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yes24 

EL DE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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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루게릭 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리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가 모리가 세상

을 떠나기 전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만나 인생을 주제로 가진 수업 내용을 적은 글이다. 

수업이라고 하기에 어색한 둘 만의 대화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송가이자 칼럼니스트로 

바쁜 일상에 얽매여 살아가던 저자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가 

몸소 보여 주었던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대는 무의미한 것들 대

신 타인을 동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한다. 죽음 앞에서도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리 교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잔잔한 감동으

로 다가온다. 살아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그의 가르침은 그가 세상에 없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yes24 

+	Mitch	Albom

Mitch Albom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에미상을 수상한 방송인이며 인기 칼럼니스

트이다.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뮤지션을 꿈꾸며 미국과 유럽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매 작품마다 고

난과 역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 내며, 

각종 언론으로부터 ‘삶과 죽음을 끌어안는 최고의 휴머니스트’라는 극찬을 받았다. -yes24

TUESDAYS WITH MORRIE

+	Kelly	Barnhill

Kelly Barnhill은 첫 소설 『The Mostly True Story of Jack』으로 평단의 관심을 받으며 소설

가로 데뷔했다. 두 번째 책 『Iron Hearted Violet』은 전미 학부모들이 선정하는 ‘페어런츠 초

이스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014년 출간된 『The Witch’s Boy』는 여러 매체에서 그해 최

고의 도서로 뽑혔다. 그리고 오랜 구상 끝에 탄생한 저자의 네 번째 책 『The Girl Who Drank 

the Moon』은 2017년 뉴베리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yes24

책 소개

『The Girl Who Drank the Moon』은 숲에 버려진 아기를 구한 마녀가 실수로 아기에게 달

빛을 먹이면서부터 시작된다. 달빛에는 어마어마한 마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마녀는 분

화구 가장자리 늪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간다. 그렇게 마법 아기 루나는, 슬픔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 기억을 꽁꽁 감춘 마녀 잰, 시를 사랑하고 마법을 싫어하는 늪 괴물 

글럭, 그리고 자신이 거대하다는 망상 속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용 피리언과 함께 이상

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 마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온갖 말썽을 부리며 자라는 루나와 그런 

사춘기 소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우정을 선사하는 가족들. 하지만 루나는 점점 자신의 정체

성에 혼란을 느끼고 이런저런 의문에 시달린다. 이들이 펼치는 사랑과 모험의 환상적인 달

빛 마법이 시작된다. -yes24

THE GRIL WHO DRANK 

THE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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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1 18쪽

[1~2]   

해석

입체주의는 Pablo Picasso가 시작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입체

주의에서 화가들은 평평한 캔버스에 3차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

운 방식으로 대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상을 여러 개의 다른 모

양으로 분해한 다음 다른 각도에서 다시 칠했다. 입체주의는 20세기

의 다양한 현대 예술 운동의 길을 열었다. 이 새롭고 현대적인 스타일

의 그림과 조각은 유럽 미술에 혁명을 일으켰고, 당시 음악, 건축 및 

문학에 영감도 불어넣었다. 실제로, 입체주의는 종종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운동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추상적이고 기하학

적인 예술 형태가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는 

실제로 입체주의가 세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언

뜻 보기에 입체주의는 대상을 완전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좀더 ‘고전적인’ 예술에 비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체주의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여 주고 다른 관점을 탐구

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입체주의 작가들은 단순히 화가가 아니

었다. 그들은 혁신가였다. 그들은 1차 세계 대전과 같은 현실 상황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작품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화

법도 만들어 내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④	

  고전 예술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내

용을 ‘At first glance, Cubism may seem somewhat hard to 

understand compared to more ‘classical’ art that strove to 

describe subjects completely realisticall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 정답 |	②

  ②의 위치에는 동사 ‘revolutionized’와 병렬을 이루는 동사가 와

야 하기 때문에 현재분사로 쓰인 ‘inspiring’은 옳지 않다. 앞의 

‘revolutionized’와 시제를 맞추어 ‘inspired’로 써야 한다.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2-1  19쪽

[1~2]   

해석

여러분은 현대인이 우리 지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지구는 자동차, 에너지 공장 및 지구 자원의 과다 소비와 같은 많은 요

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현대인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발명가들은 지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그런 발명 중 한 가지에 관한 

것이다. 

(B)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기업가 Kevin Kumala는 인도네시아의 발

리 해저와 아름다운 해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 발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로 인해 해변에서 발

견되고, 바다에 버려지고, 길거리에 흩어진 비닐봉지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나는 그 혐오스럽고 유독한 플라스틱 쓰레기

가 분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A) 그래서 그는 자연 분해될 수 있는 재료로 플라스틱을 만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와 그의 동업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찾을 수 있는 값싸고 흔한 야채인 카사바(cassava)로 플라스

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C) 2014년 Kumala는 매일 4톤의 카사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Avani Eco를 설립했다. 그는 이 제품들이 사람들이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발명 중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문장 

다음에 올 내용을 찾으면 된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기업가 Kevin 

Kumala를 소개하고, 그가 왜 이런 발명을 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나

타내는 (B)가 와야 한다. 그 다음, 그가 어떤 노력을 통해 발명을 해

냈는지 설명하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결과를 이끌었

는지를 설명하는 (C)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 정답 |	④

  윗글은 인도네시아의 한 기업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카사바라는 

식물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대체 재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④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식물성 플라스틱’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경제 성장

 ②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 

 ③ 구황 식물, 카사바

 ⑤ 플라스틱, 비생물 분해성 물질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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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석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흑사병은 중세 유럽 사

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은 엄청났다. 흑사

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임금은 급격하게 상

승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들어 주었다. 그 시기에, 임금은 약 두 배 정도 올랐다. 소작농들은 노

동력이 엄청나게 풍부(→ 부족)해진 덕분에 더 높은 임금을 찾기 위해 

영주의 땅을 떠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권력의 피라미드는 무너졌

고, 모든 것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노동력은 남아도는 토지보다 

희귀하고 가치가 있게 되었다. 이는 토지가 쓸모없어 지면서 토지에 

부와 지배력의 뿌리를 두고 살았던 귀족들의 재력과 권력을 불안정하

게 만들었다. 귀족들은 빠르게 그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잃기 시작

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버려진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은 봉

건주의의 기반을 무너지게 만들었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②	

  흑사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져 임

금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봉건주의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글이다. 

②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작농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으

려고 영주의 땅을 떠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과 어울려야 하므로 

‘abundance(풍부)’가 아닌 ‘shortages(부족)’가 적절하다.

4 | 정답 |	⑤

  흑사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

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작농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기존의 귀족을 떠나면서 봉건주의가 몰락하게 되었다는 내

용의 글이다. 따라서 윗글의 제목으로는 ⑤ ‘흑사병과 봉건주의의 

몰락’이 가장 적절하다. 

 ① 흑사병 이전의 폭정

 ② 소작농은 어떻게 그들의 땅을 잃게 되었나

 ③ 흑사병,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

 ④ 흑사병의 원인 분석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3  21쪽

[1~2]   

해석

강강술래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계절 의식 중 하나이다. 원래 강강

술래는 15~20세 사이의 미혼 여성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공연했다. 그

러나 강강술래가 주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면서 40~50대 여성들이 

이 춤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후 강강술래는 지역 사회의 중년 여성

들을 통해 계승되었다. 전통적으로 강강술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에 가장 많이 행해져 왔다.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수십 명의 여성

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든다. 그리고 계속 돌면서 노래하고 춤춘다. 

강강술래의 기원은 2,000년 전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마한의 농경 민

속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해져 내려오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강강술래의 오래 이어지는 계승은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여성의 역할

에 대한 기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밤

에 외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추석에는 여성들이 보름달 아래에서 자

유롭게 노래하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에

게 평상시의 제약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④	

  남성 중심 사회였던 과거에 한국의 여성들은 노래를 하거나 외출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회와 가정 모든 곳에서 제한이 많았음을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석에 강강술래를 하면서 크게 노

래하고 춤추는 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평소에 느끼던 제약에서 벗

어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④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2 | 정답 |	③

  (A) ‘미혼의’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unmarried’가 적절하다. (B) 

강강술래는 사람들에 의해 공연되어 왔으므로 수동형인 ‘been 

performed’가 적절하다. (C) ‘exist’의 주어는 ‘마한(Mahan)’으로 

동사와 능동의 관계이므로 ‘existed’가 적절하다. 또한, ‘exist’는 1

형식 완전 자동사이다. 그러므로 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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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석

모든 학생은 여름 방학을 좋아한다. 미국에서 여름이 한창일 때, 학생

들은 학교를 벗어나 즐겁고 긴 휴가를 즐긴다. 그렇다면 미국 학생들

은 여름 방학 동안 무엇을 할까?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는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방학 동안 적어도 여름 캠프 하나 정도는 참가한다. 이 

캠프 중 일부는 지역 학교 또는 공원에서 열리고, 낮 동안만 진행된

다. 학생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여름 캠

프도 있다. 학생들은 텐트에서 캠핑을 하거나, 오두막에서 지내기도 

한다. 여름 캠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이 있

다. 일부 캠프에서는 농구하기,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등 한 가

지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캠프들은 매우 종합적이어서, 학생들

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승마, 미술 및 공예, 혹은 깃발 잡기

와 같은 많은 고전적인 게임을 할 수 있다. 여름 캠프는 또래 친구들

과 소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여름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과목 이외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름 캠프에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의 여름은 항상 

금세 지나간다.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캠프에 또 참여하고 싶어서 다

음 여름을 기다린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글의 내용상 학생들은 다른 종류의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⑤ ‘are reluctant to(~하기를 꺼리

다)’가 아닌 ‘are willing to(기꺼이 ~하려고 하다)’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

2 | 정답 |	③

  윗글에서 캠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캠

프를 학생들이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③

의 내용은 글에서 알 수 없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2-1  23쪽

[1~2]   

해석

스페인에서는 점심 식사가 그 날의 가장 푸짐한 식사이다. 스페인 사

람들은 아침 식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가 부른 채로 잠

들고 싶지 않아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편이므로, 점심 때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식사를 많이 한 후에 스페인 한낮의 높은 기온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졸립고 피곤해진다.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

이 점심을 먹은 후 낮잠을 자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회사와 상점은 하

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직원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문을 닫는다.   

시에스타, 즉 낮잠은 과거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의 스페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일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점심 식사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

었다. 

그러나, 최근에 스페인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에스타는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

리를 찾아 도시로 이사하면서, 낮잠을 자려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②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왔고, 이것이 스페인의 도시화를 이

끌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시에스타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

이 문장의 내용이므로 ‘도시화’가 적절하다.

 ① 사막화

 ③ 노령화 사회

 ④ 지구 온난화

 ⑤ 도시공동화

2 | 정답 |	④

  이 글은 시에스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과거에 시에스타가 왜 중

요했고,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④ ‘시에스

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① 스페인에서 시에스타가 중요한 이유

 ② 스페인 사람들이 푸짐한 점심을 먹는 이유

 ③ 대부분의 상점들이 시에스타를 위해 문을 닫는 시간

 ⑤ 도시에서 시에스타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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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석

몽골의 나담 축제는 국경일이고 매년 열리는 스포츠 카니발로 며칠에 

걸쳐 열린다. 이 시기는 일 년 중 대부분의 현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스포츠 대회와 문화 활동

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시간이다. 이 축제는 7월 10일부터 8월 초까지 

마을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열리지만, 주요 기념 행사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중앙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레슬링, 경마, 양궁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종목의 경기로 구

성되어 있어 현지에서 ‘남자의 세 가지 경기’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종목이 선택된 이유는 이 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 이 

세 가지 종목은 전쟁을 대비하는 주요 훈련 중 일부였다. 따라서, 이 종

목들은 전쟁 전에 계획된 행사로 시행되었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던 그 

방법이 축제의 중요한 일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통 노래, 춤, 의상의 모

습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다. (예를 들어, 몽골의 목청 노래를 들

을 수 있는데, 이는 정말 보기 드문 발성 형태이다.) 게다가, 이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재되었으므로, 나담 축제가 여행객들이 반

드시 봐야 할 볼거리라는 것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⑤	

  ⑤의 동사 ‘add’의 형태는 현재분사 ‘adding’이 아닌 과거분사 

‘added’를 써야 한다. 주어인 ‘the festival’이 무형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재가 되어진 것이므로 과거분사 ‘added’가 알

맞다. 

4 | 정답 |	⑤

  주어진 문장은 몽골의 전통적인 노래 방식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노래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이 앞에 와야 한다. 따

라서 축제에 가면 수많은 전통 노래, 춤, 의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 한 문장의 다음 위치인 (E)가 가장 적절하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25쪽

[1~2]   

해석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피부암 발생이 증가

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히 그리고 

자주 바르는 것이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하와이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특정 종류의 자외선 차단

제 사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와이 의회의 의원들은 화학적 자

외선 차단제 성분 중 가장 흔한 성분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들

어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 및 유통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에 달라붙는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화

학적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는 산호를 분

해시키고,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한 의원은 “자외선 차단

제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산호가 파괴

된다면 어업 전반, 생태계, 그리고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우

리는 산호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할 때 물로 자외선 차단제를 씻어 내면 이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로 들어

간다.(바다의 온도 상승, 무분별한 낚시 방법, 수질 오염과 같은 요소들

이 산호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지에서든 해변에서든 상관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면 그것은 산호를 해치는 일이다.” 자외선 

차단제 금지법은 2021년에 발효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하와이 거주자

와 방문객은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④	

  글의 전체 내용이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산호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바다의 온도 상승, 무분별한 낚시 방법, 수질 오염과 같

은 요소들이 산호를 죽이고 있다는 ④의 내용은 글의 흐름과 맞지 

않다.

2 | 정답 |	③

  글의 흐름상 (A)는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effective(효과

적인)’가 알맞다. 

  (B)는 매년 수천 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sticking on(~에 

달라붙다)’이 알맞다.

  (C)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결국에는 산호를 손상시키는 

일이 되므로 ‘impairing(손상시키다)’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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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28~29쪽

1 정답  ②

해석

수컷 사이에서 크기는 짝짓기를 위한 대결에서 대개 중요하며, 바로 여

기에서 ‘덩치 키우기’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때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커지는 것이 항상 그 무리에 유리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코

끼리바다물범이 좋은 예이다. 그 종의 수컷은 대개 큰 자동차만큼 무게

가 나간다. 짝짓기 기간 동안, 다 자란 수컷들은 한쪽이 피투성이가 되

어 결국 지쳐 물러날 때까지 몇 시간에 걸쳐 서로 격렬하게 싸운다. 승

자는 백 마리에 달하는 모든 암컷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접근권을 가진

다. 그러나 거대한 크기는 개별 수컷이 이런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이게 도와주지만, 너무 몸집이 커지는 것은 전체에게는 명백히 불리

한 조건이 된다. 그 이유는 이것이 무리를 포식자들에게 눈에 띄기 쉽

게 만들어 새끼와 병든 코끼리바다물범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

다.

해설

수컷에게 몸집 크기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너무 

커지게 되면 무리가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어 약한 구성원에게 해가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극단으

로 치닫는 것은 무리를 위험에 빠뜨린다’이다. 

① 동물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③ 짝짓기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④ 정글의 법칙: 덩치가 클수록 좋다

⑤ 왜 어떤 종들이 생존에서 다른 종들보다 유리한가 

2 정답  ③

해석

지난 10년 사이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사실, 기존에 있는 단어가 새

로운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인데, 바로 동사 ‘친구를 맺다’이다. 그 행동

은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그

들과 ‘친구 맺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좋아요’와 ‘친

구 맺기’의 의미는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정의와는 거의 관계

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온라인 소셜 미디어상에서 이 용어들은 여러

분의 친구 ‘그룹’에 사람들을 추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들 중 몇몇

은 실제로 여러분의 친구이고 다른 몇몇은 먼 별자리에 있는 별과 같은 

존재이지 당신의 ‘친구들’은 아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온라

인상에서 당신을 ‘팔로우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해설

‘friend’, ‘like’, ‘follow’ 등 기존에 있는 단어가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를 맺다’, ‘좋아요’, ‘팔로우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디지털 

세계에서 단어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아니다’이다.

① 왜 온라인에서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가

②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④ 언어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사이의 관계

⑤ 소셜 미디어가 젊은이들 사이의 우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3 정답  ④

해석

아이들이 몇 시간씩 디지털 기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

는 부모들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하나는 아이들의 

기기를 다루는 기술에 경탄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 경이로운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

술이 아이들의 뇌, 사회적 기술, 그리고 미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다. 적절한 균형은 무엇일까? 기술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바

로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회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기 이용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 첫 세대이고, 우리를 지도할 과

거 세대들의 역할 모델이 전혀 없다.

해설

부모들이 디지털 기기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기술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부모들이 

기기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을 알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디지털 시대의 부모의 역할을 

찾아서’이다. 

① 아동의 기기 중독 이유

②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

③ 디지털 미디어에서 아동의 권리

⑤ 기기 이용 시간 가이드로서의 부모의 한계

4 정답  ②

해석

전자 상거래는 끝이 없는 배너, 팝업 광고 등과 같은 투박하고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대를 열었고, 그것은 우리가 온라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

을 방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특정 플랫폼 내에서 관

여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사용자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상세한 정보를 허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검색 결과와 게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과 명시된 관심사에 근거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를 겨냥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대적 방식 덕분에, 광고주들과 그

들의 메시지는 소비자들을 그냥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서 버튼 클

릭 한 번으로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

에 이미 들어와 있는, 참여적이고 열정적인 고객으로 바꿀 수 있다.

해설

전자 상거래가 새로운 광고 형태를 만들어 냈지만 혼란스럽다는 단점

이 있는 반면, 소셜 미디어는 소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

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어떻게 소셜 미디어가 홍보 도구의 

역할을 하는가’이다.

①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단순화하라

③ 소셜 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주의하라

④ 연령 집단에 맞추어 당신의 광고를 다양화하라

⑤ 광고 혁신: 무엇이 쇼핑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Resources 수능 영어: 제목 파악 유형 예상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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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30쪽

5 정답  ⑤

해석

요즘, 점점 더 많은 ‘전통적인’ 어린이 전용 환경이 오락 공간으로 사

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장난감 가게들의 매력은 무한해 보인다. 많은 

부모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을지도 모르는 장난감, 게임, 

그리고 봉제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한다. 이

는 그들이 장난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적어도 마케팅 담당자에게는 

꽤 인상적인 일임을 나타낸다. 특정 장난감이 부모들에게 불러일으키

는 향수의 매력은 아이들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각인된다. 이것은 특

정 장난감 가게들에 의해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 

‘장난감’으로 매우 정교하게 재가공된 것이다. 여행 빙고 게임이든, 클

래식 카드든, 캐릭터 인형이든, 그 매력은 놀랍다. 그것들은 테마방이

나 가게의 진열대에서 포인트 소품 역할을 하면서 어른과 함께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을 사로잡는다.

해설

부모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향수를 불러일으켜 매력

적으로 여겨지고, 가게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케팅을 한

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향수: 소

비자를 끌어들이는 원동력’이다.

① 전통으로부터 배우기

② 베스트셀러 장난감 속에 숨겨진 비밀

③ 쇼핑 아웃렛: 아이들이 어울리는 곳

④ 오래된 장난감: 부모와 아이들 사이의 다리

6 정답  ①

해석

일반적으로 패션과 지속 가능성은 종종 상반되는 개념이며 오늘날 패

션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

만,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패션 생산 과정에서 자신들이 위치해 있는 

곳의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 제작 과정 초기 단계에 있는 섬유 생산자

는 에너지, 물 소비 및 독성 화학 물질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

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관련 패션 디자이너는 그것을 환경 안전 라벨

을 홍보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의류 제조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패

션은 생산팀의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

객에게는 그것이 지속적인 사용, 재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것일 수 있

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속 가능한 패션은 이 모든 것이며 이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해설

지속 가능한 패션의 의미가 섬유 생산자, 패션 디자이너, 의류 제조업

자와 고객 등 패션 생산 과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관점에

서의 지속 가능한 패션’이다.

② 패션 경향과 지속 가능성이 충돌할 때

③ 패션에 환경 친화적 습관을 도입하라

④ 패션 산업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⑤ 지속 가능한 환경: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LEVEL 3 31쪽

7 정답  ①

해석

영국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 약 6.5시간이다. 이것은 그들이 

적절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적은 것이

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면량과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

의 차이를 ‘수면 빚(수면 부족)’이라고 부른다. 그 빚은 밤마다 쌓이고, 

어느 순간에는 채워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족한 시간은 나중에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주말에 따라잡

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정신과 의사인 Robert Stickgold가 ‘수면 

폭식증’이라고 칭한 폭식하는 습관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방법

이 대체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날 밤 긴 잠을 자고 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몇 시간 동안은 기분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전

체 수면 빚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충

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당하기 쉽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잠을 더 자

야 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해설

사람들은 흔히 주중의 수면 부족 문제를 주말에 몰아 자면서 해결하

려고 한다. 그러나 부족한 수면을 몰아서 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왜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이 효과가 없을까’이다.  

② 성인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

③ 수면 부족: 증가하는 대중 건강에 대한 우려

④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수면 습관을 바꿔라

⑤ 잠이 부족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

8 정답  ③

해석

때때로 일과 삶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을 얻기 위해 몇몇 활동이나 이전의 계획과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단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추가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

요하다면 여러분은 일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초과 근무를 

하거나 공휴일에 일을 하며, 부업을 구하거나 여분의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활동

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의도적

으로 돈을 버는 것을 단기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한 것이라면 괜찮다. 마찬가지로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

요하다면, 여러분은 특정 사교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먹는 음식

에 신경을 쓰거나, 체육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심지어 운동

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의

도적인 선택일 것이고 바로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일과 삶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할 준비를 하라’이다. 

①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의 장애물

② 당신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과정

④ 의사 결정 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위시리스트 작성: 행복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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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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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실, 모바일 통합 서비스로 수업 업그레이드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 자료와 과목별 특화자료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뷰어와 문제은행           

•‘클래스카드’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영어 단어장 서비스

YBM이 만든 교사 지원 사이트

Y클라우드 www.ybmcloud.com
YBM이 만든 교사 지원 사이트

클래스카드 www.classcard.net
우리반 단어장

‘Y클라우드’와 ‘클래스카드’가 만나
더욱 스마트한 영어 단어장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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