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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교단에서는 ‘교수평기 일체화’가 핫이슈이다. ‘교수평기’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준말로, 가

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평가하며, 평가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교육 활동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활동 중심 수업이 강조되며 교단에 나타났던 ‘활동 

만능주의’, 즉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배움이 일어났는지는 등한시하는 현상을 떠올리면 모든 

교사는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개념이다. 여기서 교수평기 일체화의 완전한 구현에 필수적인 ‘과정 

중심 평가’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정의를 다시 짚어 보고, 과정 중심 평가가 현 교육에서 갖는 의미와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과정 중심 평가와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1),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

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

는지, 선택적으로 취한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배움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 능력의 핵심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초인지(metacognition) 능력’이다. 

그렇다면, 과정 중심 평가의 토대 하에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고 교수평기 일체화까지 이

루려면 교사는 무엇에 유의하여야 할까? 바로 명료한 학습 목표와 평가 지도(assessment map) 및 평가 기

준을 공유해야 한다.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가 기준 역시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아

직 훈련 단계에 있는 학생이 평가 기준 자체를 생성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정교한 비계 활동을 

설계하여 학생이 평가 기준을 보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며 개선해 나가는 경험을 얻게 하고, 평가 주체로

서의 역할을 익히게 해야 한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공유한 평가 관련 정보는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를 촉진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수업과 평가는 긴

밀하게 연결된다. 

1)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2)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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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사례: ‘심화영어작문 II’ Argumentative Writing 활동

2018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심화영어작문 Ⅱ’ 

사례를 소개한다. 이 수업은 ‘교실온닷3)’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이는 희

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심화 과목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개

설해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다섯 군데의 고등학교에서 ‘심화영어

작문 Ⅱ’ 수업을 신청 받아 진행했다. 또, 수업 활동은 구글의 ‘G Suite for Education’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하여 양방향 온라인 수업이 구현되도록 기획했다.

양방향 온라인 수업은 작문 수업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작문 활동 시 학생 간 상호 평가가 활발하게 이

루어질 수 있고, 교사 역시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

서 교사가 활동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유하면,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은 극대화될 수 있

다. 이는 학생 스스로 활동 목표와 평가 기준 하에 자기 평가를 하고 수행 방향을 고쳐갈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1)   평가 기준의 공유 1: ‘Assessment Map’ 공유하기  

필자는 학생들이 총 36시간 수업 동안 1) ‘target structure’

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2) ‘argumentative writing’의 기본 

구조를 익히며, 3) 자기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4) 5단락 길이의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구성했다. 

전 과정을 ‘평가 지도(assessment map)’ 형식으로 학생

들에게 제공하여 자신이 하게 될 다양한 수업 활동이 최

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이 에세이의 주제를 선정하는 시작 단계부터 온전

한 한 편의 에세이를 완성하는 최종 단계까지 진행하면

서 이 ‘평가 지도’를 참고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학습을 점

검하는 ‘assessment as learning’ 활동에 해당한다.  

물론 수업 계획서에도 각 학습 활동과 평가가 자세

히 기술되어 있으나, 평가 지도는 이 정보를 ‘graphic 

organizer’ 형태로 나타내므로 각 단계가 최종 산출물과 

어떤 유기성을 지니는지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다. 필자

는 학생들에게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개념을 설명했고, 

각 형성평가로 얻은 피드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괄평가

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격려했다. 즉,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과 평가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여 전 학습 과

정의 주인 의식을 고취시켰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3)　  http://edu.classon.kr

02    03

▼ Assessment Map

형성평가 1

형성평가 2

형성평가 3

형성평가 4

형성평가 5

형성평가 6

형성평가 7

총괄평가

조별 주제 선정 보고서

•주제 관련 자료 정리 활동
•주제 선정 토론 활동 

Argument Matrix

• 확장적 읽기 활동:  
관련 논점 분석, 근거 수집 

에세이 아웃라인 제출

•아웃라인 분석 활동
•아웃라인 작성 활동

Target Structure 1

• (관계대명사) 작문 활동

첫 단락 제출

• Introduction, paragraph 
개념 학습 및 실습  

Target Structure 2

• (분사) 작문 활동 

본문 제출

• Body 관련 개념 학습 및 실습

주장하는 글 5단락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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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적 채점 기준표 공유 시 구체적 예시로 설명하기

학생들이 채점 기준표를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에 활용하게 하려면 ‘실질적인 공유’가 일어나야 한다. 위 

채점 기준표를 예로 들면, 평가 요소 ‘relevancy of arguments’의 기준 ‘상’ 내용의 구체적 의미가 교사와 

학생 간에 공유되지 않는 경우,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미리 준다 해도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는 ‘assessment as learning’의 도구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반드시 예시와 함께 

채점 기준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배들의 수행 결과물을 예시로 보여주며 

채점 기준표를 설명하는 것이다. 활용할 수 있는 수행 결과물이 없는 경우, 교사가 직접 만든 예시 결과물

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2) 평가 기준의 공유 2: 분석적 채점 기준표 공유하기  

확장적 읽기 활동 ‘Argument Matrix’로 ‘assessment as learning’을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활동

은 학생들이 에세이의 개요를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아래의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먼저 배부하여 ‘assessment as learning’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제문과 관련된 영문 기사를 요약했고, 해당 기사에서 찾은 논점(argument)을 정리한 다

음, 자기주장의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예측하여 메모하는 확장적·분석적 읽기를 수행했다. 

이 활동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했다. 학생들은 동시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접속하여 각자 이름이 

적힌 탭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로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

고, 필자 역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수행을 감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 

▲	 ‘Argument	Matrix’	활동의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료

▲	 ‘Argument	Matrix’	활동의	분석적	채점	기준표

평가 요소 상 중 하

1.	relevancy	of	

arguments

정리된 자료의 내용이 모두 

글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다.

정리된 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글

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으나 일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된 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2.		counter-	

arguments	&	

rebuttals	

글에서 도출된 논점의 이견을 

예측하고, 논리적 반론을 제시

하였다.

글에서 도출된 논점의 이견을 예측

하였으나, 논리적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글에서 도출된 논점의 이견을 

예측하지 못했다.

3.	commitment

수업 시간 동안 성실히 자료 분

석 활동에 참여하여 자료원 3

개 이상을 분석하였다.

수업 시간 동안 성실히 자료 분석 

활동에 참여하여 자료원 2개를 분

석하였다.

수업 시간 동안 성실히 자료 

분석 활동에 참여하여 자료원 

1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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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5

4) 정교한 비계 활동으로 학습 목표 도달하기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 동안 앞서 소개한 형성평가 7단계와 관련 수업 활동을 거쳐 각자가 선택한 주제에 

관하여 5단락으로 구성된 주장하는 글을 완성했다. 이 모든 과정은 과정 중심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교사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7단계의 촘촘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학생

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완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Assessment for Learning(학습을 위한 평가)’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교사가 학생들과 평가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Assessment as 

Learning’을 실시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의 초석을 닦을 

수 있었다. 

지식의 전이

본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에서 실시했다. 실제 기말고사 문제는 아래

와 같다. 

2018년도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지필평가(기말고사) 문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단락 설득하는 글쓰기를 위한 

outline을 작성하고, 그 outline에 근거하여 5단락 에세이를 완성하시오. 

(수업 시간에 본인이나 급우들이 다룬 주제는 제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지와 사전, 그리고 3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은 3시간을 꼬박 앉아서 한 학기 동안 익혀

온 개념을 무리 없이 활용하며 5단락의 주장하는 글을 완성했다. 전이 가능한 지식이 습득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3시간 동안 5단락의 글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 상황에

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해낼 수 있

었던 이유는 촘촘한 과정 중심 평가 설계와 평가 기준의 공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해야 하는 중요 개념들에 대한 피드백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었고

(assessment for learning), 평가 기준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피드백에만 의지하지 않고 동료 평

가와 자기 평가로 스스로의 수행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assessment as learning). ‘적절한 피드백

을 제공하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는’과 같은 과정 중심 평가의 정의를 깊이 있게 살펴보

고 실천할 때 학생들이 유의미하고 전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게 됨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이다.  

▲	 ‘주장하는	글	5단락	에세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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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우수작 코너에서는 선생님의 생생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

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생님의 연구 노력을 매거진

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우수한 수업은 작품입니다.  

「magazine Y클라우드」에 소중히 기록하고 많은 선생님과 나누겠

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윤현진 선생님(대구 덕원고등학교)의 우수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
수
한

수
업
은

작
품
이
다

“저는 수업을 디자인할 때 아이들의  

‘thinking space’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계획해요.”

윤현진 선생님(대구 덕원고등학교)

우수작	코너는	선생님의	소중한	수업	사례를	기다립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일

군	수업	사례가	한	교실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현장으로	퍼져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학교명과	선생님	성함을	보내	주

시면,	원고	집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작	코너	원고	집필	문의:	rorykim@y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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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활동 후기

교과서 지문으로 인포그래픽 활동을 할 때보다 주말에 학생들이 실제로 먹은 음식 중 한 가지를 골라 진

행할 때 훨씬 더 흥미롭게 참여했고 협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해 온 내

용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니 마치 교사 직업 체험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시각화하니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왔다는 의견도 있었다. 

1)　  YBM 고등 영어(한상호) 3단원 본문: What Is Soda Doing to You?

Let’s	Make	

Infographics
필자는 리딩 수업의 연장으로 인포그래픽 활동을 기획했다. 인포그

래픽은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본문

을 읽고 정보를 정리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발표하는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YBM 고등 영어(한상호) 교과서 3단원1) 수업을 설계

하면서 지문 주제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인포그래픽 활동으로 연결했다. 이 지문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탄산음료의 성분인 설탕, 인공 감미료 및 색소, 카페인, 산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학생

들이 각 성분 정보를 읽고 정리할 수 있게 직소(jigsaw) 활동을 진행한 다음,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보는 과

정으로 연계했다. 다른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하여 주말에 먹은 음식을 조

사하고, 그 음식의 성분을 분석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활동을 운영하기도 했다. 

활동 방법

1. 교과서 연계 활동

 1   모둠(4명)을 구성하고, ‘Worksheet’를 나누어 준다. 각 

모둠원은 4개의 탄산음료 성분 중 하나씩을 담당한다.

 2   같은 탄산음료 성분을 맡은 학생끼리 새롭게 모인 다음, 

성분 내용을 함께 읽고 분석하여 정리한다.

 3   기존 모둠으로 다시 모여, 각자 담당한 성분 정보를 설명

한다. 이를 토대로 인포그래픽의 틀을 구성한다. 

 4   모둠별로 인포그래픽을 완성하고 발표한다. 

2. 교과서 확장 활동

 1   교사는 학생들이 주말에 먹은 음식을 조사한다. 그 다음, 

학급이 가장 즐겨 먹은 음식 목록을 뽑아 제시한다.

 2   모둠(4명)을 구성하고, 각 모둠은 제시된 목록에서 한 가지 

음식을 고른다. 

 3   모둠별로 해당 음식의 성분을 조사하고 각자 성분 정보를 

하나씩 맡아 조사해 온다.

 4   조사해 온 결과를 정리하여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발표한다. 

윤현진 선생님(대구 덕원고등학교)

첫 번째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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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각 모둠원은 아래 탄산음료 성분 중 하나를 고르세요. 그 다음, 같은 성분을 맡은 학생끼리 모여 내용을 분석하세요.  
[해당 단원: YBM 고등 영어(한상호) 3단원 본문]

SUGAR

Everyone knows that soft drinks are loaded with large amounts of sugar. A typical 250ml can of 

soda contains 30 grams of sugar.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s that people 

consume less than 25 grams of sugar a day. Therefore, if you drink one small can of soda, your daily 

sugar intake already exceeds the recommended amount. What is worse, people usually don’t stop 

with one can. Having extra sugar means adding unnecessary calories. Over time, this can lead to 

obesity and other health problems, such as heart disease and diabetes.

Even diet sodas are not safe. Diet sodas replace the sugar with artificial sweeteners. Artificial 

sweeteners provide a sweet, sugary taste with fewer calories. This may seem like a good thing, but 

it really isn’t.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rtificial sweeteners make you want more sweet foods. 

This means that you may easily gain weight if you keep drinking diet soda. In addition, artificial 

sweeteners are known to generate headaches, emotional disorders, and sleeping problems.

ACID

Most soda contains several types of acids. Acid is a chemical substance with a sour taste. When 

added to water, it produces a sharp flavor. Acid also delays the growth of bacteria, which extends 

the expiration date of a product. However, acid interferes with the body’s ability to absorb calcium, 

and as a result, bone softening occurs. Also, the acid in sodas interacts with stomach acid, slowing 

digestion and blocking nutrient absorption. Furthermore, it can damage tooth enamel, the hard 

substance that protects your teeth. If you drink sodas regularly, your teeth decay more easily. 

CAFFEINE 

When you hear the word “caffeine,” you most likely think of coffee. But some sodas, especially 

colas and carbonated energy drinks, also contain caffeine. Caffeine makes you feel more awake, but 

it may bring about an irregular heartbeat. A single can of cola may not affect you much, but if you 

consume colas regularly, they can make you feel more nervous and keep you from sleeping well at 

night.

ARTIFICIAL COLORS AND ARTIFICIAL FLAVORS 

Soft drink companies attract consumers by adding bright colors and sweet flavors to their 

products. Most of these colors and flavors, however, are not natural. They are artificial chemicals. For 

example, the artificial color Yellow No. 6, used in some pineapple juices, adds nothing to the taste. It 

is just there to make the drink look pretty. Also, the artificial flavor that gives the drink its pineapple 

taste is not real pineapple juice at all. Studies have shown that excessive consumption of these kinds 

of chemicals can create problems such as kidney disease and ADHD.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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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   주말에 먹은 음식으로 활동한 인포그래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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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 이 과제

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필자 또한 무엇을 써야 할지 막연할 것 같다. 이를 극복하고자 필자는 비계(scaffolding)

를 단계별로 설정한 활동을 고안했다. 즉, 각 활동이 ‘단어’, ‘문장’, ‘문단’ 수준으로 진행되게 만들어 영어를 어

려워하는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게 개발했다. 전체 활동은 백워드(backward) 설계모형을 따라 학

생들이 채점 기준표를 미리 받고 평가 구조를 이해하여 활동에 보다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었다. 필

자는 이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Visual Thinking’, ‘Shape Poem’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했다.

A	Step-by-step	Guide	to	

Essay	Writing
윤현진 선생님(대구 덕원고등학교)

활동 방법

 Step 1 칭찬 카드 만들기

 1   모든 학생에게 칭찬 카드를 나누어 준다.

 2   칭찬 카드에 적힌 표현(I think that ~ is ~ because 

~.)을 이용하여 짝에게 칭찬 카드를 작성해 준다.

  [ Tip! ]

	 	 • 교사는	학생들에게	칭찬	카드를	적어	줄	대상을	지정해	주

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면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칭찬 카드]

I think that  is 

 

because .

▲	칭찬	카드

두 번째 우수작

 Step 2 Visual Thinking: 형용사, 명사, 동사로 ‘나’ 표현하기

 1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 1’을 나누어 준다.

 2   학생들은 각자 자신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 3개, 명사 3개, 동사 3개

를 생각한 다음,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 Tip! ]

	 	 1.			이	활동은	영어	품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적절한	단어

를	찾지	못하는	경우,	짝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하자.	

	 	 2.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다	보면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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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활동 후기

활동 소감 설문 결과 “내가 이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라는 질문에 262명 학생 중 255명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활동이다 보니, 높은 몰입

도를 보여 주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타인과의 비교, 그로 인한 열등감 등으로 마

음이 힘들었을 텐데, 이 활동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준 것 같아 뿌듯했다. 학생들도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매력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영어로 써 보는 과정이 정말 좋았다고 의견을 주었다.

 Step 3 ‘Interview Questions’ 읽고 답하기 

 1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 2’를 나누어 준다.

 2   학생들은 각자 스스로를 인터뷰하듯이 주어진 질문에 영어로 답을 적는다.

  [ Tip! ]

 	 1.			이	활동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조사하는	단계이다.	자신을	인터뷰하며	글에	담을	

요소를	찾게	한다.	

	 	 2.		질문에	답할	때	‘Worksheet	1’에서	활용한	단어를	이용하여	쓰게	한다.	

 Step 5 ‘자신을 소개하는 글’ 완성하기 

 1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완성한 자료를 한곳에 모은다.

 2   채점 기준표를 확인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한다.

  [ Tip! ]

	 	 • 활동이	끝난	다음,	학생들의	활동	소감을	온라인	설문	형태로	확인하면	좋다.	온라인	설문은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의	설문

지	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Step 4 ‘Shape Poem’ 만들기 

 1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 3’을 나누어 준다. 다 함께 채

점 기준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2   학생들에게 ‘Shape Poem’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한다. 

   ✔			Shape	Poem:	시의	한	종류이며,	시의	주제를	활자	배치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방식.

 3   학생들은 각자 ‘Worksheet 1’에 사용한 단어 중 하나를 

고른다.

 4   A4용지에 해당 단어를 묘사하는 그림을 연필로 스케치한다.

 5   스케치를 따라 ‘Worksheet 2’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

로 ‘나’에 대한 ‘Shape Poem’을 쓴다.

  [ Tip! ]

 	 • 학생들에게	완성한	‘Shape	Poem’을	사진	찍어서	학급	온라인	사

이트에	게시하게	한다.	이는	수행	결과물을	보관하기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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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 Visual Thinking <

Class:    Number:    Name: 

1  �Write down and draw three adjectives that describe you the best.

e.g.  your appearanc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or behavior

2  �Write down and draw three nouns that describe you the best.

e.g.  your favorite things, what you are good at, or your nickname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3  �Write down and draw three verbs that describe you the best.

e.g.  what you do every day, what you lik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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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 Interview Questions <

Class:    Number:    Nam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English.

1. What is your name?

2. What is your nickname? 

3. How do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4. What are your strong points? Why do you think so?

5. What are your weak points? How can you overcome your weak points?

6.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Why do you like them?

7.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8. What skills do you need to develop to reach your dream?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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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3]

[채점 기준표]

항목 채점 내용 배점 나의 점수

1 ‘Shape	Poem’을	이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30

2
완성한	‘Shape	Poem’을	잘	보이게	촬영하고,	기한	안에	학급	온라인	사이

트에	게시한	경우	
20

3
완성한	에세이가	주제에	맞게	작성된	경우

(만일	내용이	장난스럽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처리함.)		
10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기준표]

※	아래	제시한	어법	요소를	포함하여	글을	작성해	봅시다.	

	 1.	 추가	점수는	없으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	 	각	어법	요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한	문장	앞에	어법	요소에	매겨진	번호	ⓐ,	ⓑ,	ⓒ를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역동사	+	목적어	+	동사원형�	구문	

	 	 	 e.g.	I	made	Charlie	come	back	home	early.

	 	 ⓑ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e.g.	I	need	someone	to	help	me.	

	 	 ⓒ	관계대명사	what

	 	 	 e.g.	I	believe	what	Mike	told	me.

[추가 점수 기준표]

항목 채점 내용 배점 나의 점수

1 에세이에	사용한	문장이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인	경우	 10

2

에세이	작성	시,	‘Visual	Thinking’에서	정한	명사,	형용사,	동사	중	3개	이

상을	포함하고,	그	단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경우

e.g.	I’m	good	at							playing	badminton.	

10

3

‘Interview	Ques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

(총	8개	질문	중	최소	7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때,	각	내용이	어떤	질문

의	답인지	알	수	있게	문장	앞에	질문	번호를	기재해야	함.)	

10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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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완성한 ‘Shape Poem’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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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영어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연계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이 코너는 YBM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지

문으로 구성하여, 교과서 본문 학습 후 학생들이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총 지문은 4개이며, 

Level 1부터 Level 3의 난도로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쓸 수 있다. 

교과서 연계 주제

Reading	
Summary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빨래터, Dhobi Ghat

인도 뭄바이에 있는 야외 빨래터인 ‘Dhobi Ghat’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곳에서 빨
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dhobi’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빨래하다’라는 뜻의 힌디
어 ‘dhona’에서 파생되었다.

Grammar	
Point

have + 목적어 + 목적격 보어(과거분사)

People can wash their clothes by themselves, but they can also have their 
clothes washed by Indian washermen, also known as ‘dhobis.’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에 있으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를 쓴다. 옷은 세탁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washed가 왔다.

•YBM 고등 영어(한) 6과

LEVEL 2- 1

Reading	
Summary	

인터넷 사용자를 괴롭히는 온라인 광고

지난 수년에 걸쳐 온라인 광고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주격 관계대명사 who

According to research, 91% of people who use the Internet regard online ads 
as more intrusive than in the past. 
who는 people을 선행사로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91% of 
people, 동사는 regard이며,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people을 수식한다.

•YBM 고등 영어 Ⅰ(박) 3과

LEVEL 2- 2

Reading	
Summary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보여 준 이중섭 화가

이중섭 화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의 강제적 억압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
의 정신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가 미술 작품 활동
을 이어가려고 은박지를 캔버스로 이용해 만든 새로운 장르도 소개한다.

Grammar	
Point

부대상황 분사구문

This was a new genre that he invented using a new technique. 
using ~ technique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라는 뜻으로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YBM 고등 영어 Ⅰ(한) 3과
LEVEL 3

Extra Reading 
Materials

Reading	
Summary	

전기가 필요 없는 페달식 세탁기, GiraDora	

하루에 6시간을 손빨래를 하는 데 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 대학생들이 발명
한 플라스틱 세탁기, ‘GiraDora’를 소개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have no choice but to + 동사원형

In developing countries ~,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wash their laundry 
with their hands without a washing machine.
have no choice but to는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to’부정사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 

LEVEL 1
•YBM 고등 영어(박)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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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의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이 코너에서는 시기 적절하고 사회

적 이슈가 되는 내용의 지문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총 지문은 4개이며, Level 1부터 Level 3의 난도로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쓸 수 있다.

Reading	
Summary	

사과는 왜 껍질째 먹는 게 좋을까? 

사과를 껍질째 먹는 것이 몸에 더 이로운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껍질은 사
과 내 섬유질의 3분의 1을 포함하고 있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Grammar	
Point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

Consuming adequate fiber  is one of the simplest methods to relieve 
constipation, ~. 
Consuming adequate fiber는 ‘적당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LEVEL 2- 1

Reading	
Summary	

다람쥐는 자신이 숨긴 도토리의 위치를 기억할까?

다람쥐들은 겨울철 식량을 준비할 때 자신이 묻어 둔 도토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를 소개하는 글이다. 마치 사람들이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위치를 기억하듯이, 다람
쥐들도 주변 환경 정보를 토대로 기억 지도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no matter how

No matter how small and shy they are, we cannot ignore the amazing memory 
that these animals have.
no matter how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라는 뜻으로 뒤에 ‘형용사/부사 + 주
어 + 동사’가 따라 나온다. 

LEVEL 1

Reading	
Summary	

미래의 일자리, 수직 농장

산업 발달로 농지가 줄어들고,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미래
의 새로운 일자리로 부상하는 수직 농장과 그 장점을 설명하는 글이다.

Grammar	
Point

such as 용법

Since vertical farming is conducted in well-controlled indoor environment, 
crops in layers are not affected by unusual weather events such as torrential 
rains, flooding, or droughts. 
A such as B는 ‘B와 같은 A’로 해석한다. A에는 주로 막연한 개념의 명사가 오고, 
B에는 A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

LEVEL 2- 2

Reading	
Summary	

한국인, 영국 입국 시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한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 입국 심사! 이제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 여권으로 바
로 입국장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 여권 제도를 우리나라 사람도 2019년 여름부터 이
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By adding Singapore and Korea, there are now seven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allowed to use ePassport gates in Britain, according to the British 
Home Office. 
whose는 선행사 seven countries를 받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다.

LEVEL 3

16     17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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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GiraDora, the Machine Being Field-tested in India
② 	Washing Clothes, One of the Most Time Consuming Chores
③ 	Developing Countries, Where People Wash Clothes by Hands
④  GiraDora, a Very Economical Machine Being Used in South America
⑤  GiraDora, a Machine That Helps People Do Laundry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do not have much electricity or money to buy 

expensive machines,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wash their laundry with their 

hands without a washing machine. (A) The GiraDora is a washing machine 

that is powered by a foot pedal. (B) Since it costs only $40, people who formerly 

couldn’t afford expensive washing machines can easily buy it. (C) It also eases 

the burden of washing clothes. Washing clothes is a time and energy consuming 

chore. (D) You have to work nearly 6 hours a day, 3 to 5 days a week if you 

wash clothes with your hands. (E) Here is how the GiraDora 

works. You fill the portable plastic tub with soap and water. 

Then close the lid, which acts as a seat on the top. All you 

need to do afterwards is to sit on the washer and pump the 

spring-loaded foot pedal. Loads of clothes can be washed at 

one time with the GiraDora, and it also uses less water and 

overall effort. The GiraDora is currently being field-tested in 

Peru, and there are plans to introduce it more widely in South 

America and India.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listen to mp3

교과서 연계 주제

1 윗글에서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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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Alex Cabunoc and Ji A You, students from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in U.S.A., created the Gira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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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①  the reason why people gather in Dhobi Ghat
② 	a special record that Dhobi Ghat has
③ 	a word origin of ‘dhobi’
④  the reason why dhobis inspect clothes after washing them
⑤  how industrial machines replaced dhobis in India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ssigned        ②  cancelled        ③  modernized        ④  downgraded        ⑤  completed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umbai’s Dhobi Ghat is apparently the world’s largest 

open-air laundromat. The term ‘Dhobi Ghat’ refers to 

anywhere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gather to wash clothes. 

This place in Mumbai is not only the largest in the world, but it also holds the 

world record fo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hand-washing their clothes in the 

same location at the same time. The Dhobi Ghat has existed for 140 years and is 

still running now. People can wash their clothes by themselves, but 

they can also have their clothes washed by Indian washermen, also 

known as ‘dhobis.’ There are about 5,000 dhobis who work there 

now.  

Traditionally, a dhobi’s job is washing clothes. The word ‘dhobi’ 

is derived from the Hindi word ‘dhona,’ which means ‘to wash.’ 

In the past, dhobis washed clothes by hands. Nowadays, however, 

as their job has been , they now make use of 

industrial machines to wash tons of curtains, bed covers, and towels. 

Nevertheless, most of the washing is still done by hand to handle 

delicate and expensive clothes. After they wash clothes, they inspect 

the clothes thoroughly to ensure that there are no stains or spots left.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1  교과서 연계 주제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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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지칭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②                   ③                   ④                   ⑤  

4  윗글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①  was always ....... irritating ....... follow   
②  was always ....... irritated ....... following
③  has always been ....... irritating ....... following 
④  has always been ....... irritating ....... follow
⑤  has always been ....... irritated ....... follow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nline advertising has long been an 

essential part of marketing, and it (A) 

has always been / was always  around us 

since the Internet has become a part of our 

lives. Then, do people really think online ads 

are helpful? The answer is no, and the truth 

is exactly the opposite. Most people find online ads annoying. Over the past few 

years, online advertising has become increasingly (B) irritating / irritated  to online 

consumers. According to research, 91% of people who use the Internet regard online 

ads as more intrusive than in the past.

Then, why have online ads become annoying?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are 

too many ads on the Internet. Researchers say that 75% of British Internet users think 

there are more ads now than three years ago. Whenever ① they click a web page, 

the first thing they see is an advertisement, not the information ② they want. Those 

numerous pop-ups and ads do not even give people a chance to read the title of the 

content they click on. Since ③ they are everywhere, they do not allow people to get 

what ④ they want by covering their screens. As a result, people leave a web page 

without looking back. ⑤ They say that ads are too aggressive, (C) following / follow  

them around every browser or devic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2   교과서 연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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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o introduce a legendary artist, Lee Jung Seob, and his painting techniques
②  To inform about the tragic situation in Korea in the 1910s
③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a great artist
④  To explain the details of Lee Jung Seob’s many works
⑤  To introduce a new way of painting using tinfoil

2 이중섭 화가에 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지만 이중섭의 삶은 평탄했다.

②  ‘흰 소’ 그림으로 일본의 억압을 받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표현하려 했다.

③  미술 재료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박지를 캔버스로 사용했다.

④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다른 화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⑤  아이들을 그리면서 우리 민족의 순수한 정신을 묘사하려고 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year 2016 marked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Lee Jung Seob 

(1916–1956), a legendary Korean artist who didn’t give up his pursuit of art even 

though his personal life was falling apart. He was born in 1916,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ragic life in his country influenced his early works a lot. One 

of his earliest works, White Bull, is among his most famous paintings. By depicting a 

bull, he wanted to describe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This painting is 

often regarded as a portrait of the Korean spirit that never gives in to the oppression of 

Japan. 

In his later life, he started to create tinfoil paintings. Since he didn’t have much 

money to buy art materials, he used the tinfoil as a canvas. This was a new genre that 

he invented using a new technique. He created paintings by scratching the surface 

of a silver foil lining, applying paint, and then removing the excess paint to leave 

paint only in the etched recesses. He is known to have 

produced about 300 tinfoil paintings. Even though they 

are small in size, they have vibrant images. He usually 

painted images of children. He thought children are 

honest, and he wanted to depict honesty in himself by 

depicting children.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교과서 연계 주제

*recess 오목하게 들어간 곳

<White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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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coustic ②  visual ③  spatial
④  tactile ⑤  sensory

2 윗글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critical ②  informative ③  subjective
④  persuasive ⑤  instructiv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Do squirrels remember where they bury nuts? No matter how small 

and shy they are, we cannot ignore the amazing memory that these 

animals have. According to many researchers, it is proven that squirrels 

have quite a good memory. Of course they do not memorize thousands 

of English words or ace spelling contests, but they are smart in their own way.  

Apparently, they have the remarkable ability to remember where they bury food. 

In one research performed at Princeton University, squirrels proved that they can 

use  memory to remember where they buried nuts. What surprises 

us is that they remember the place they bury food much in the same way humans use 

landmarks and sign posts to mark where to find places and things. For example, they 

bury their nuts under a big oak tree next to a big rock, then remember the big oak tree 

and the big rock. They can also form a map in their brains of all storage locations by 

burying food in similar locations. If they bury nuts under the oak tree 

next to a big rock, then they can bury nuts under other trees next 

to the big rock. In this way, they can remember the locations, and 

sometimes return to the locations to check whether or not the stored 

food is still good.

listen to mp3

LEVEL 1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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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pples, the Most Common Fruits
②  Benefits of Eating an Apple with Its Peels
③  The Importance of Consuming Fiber
④  Common Causes of Constipation
⑤  How to Have a Bowel Movement Every Morning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에 맞게 고쳐지지 않은 것은?

①  finding → found
②  eaten → eating
③  occurs → is occurred 
④  alleviating → alleviate
⑤  having → to hav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 apple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and easily ① finding fruits 

eaten by people around the world. Apples are full of dietary fiber, 

vitamins, and minerals, and are also great for our teeth. It is thought to 

be common to eat apples without peels, but did you know that apples are 

better if you eat them with their skin? An apple without the peel is still healthy food, 

but if you eat it with its skin, there are more advantages you can get from ② eaten it. 

Nutrition scientist, Dr. Joanna Mcmilla, says we should eat and cook apples that have 

the skin on to take advantage of the nutrients in the peel.  

Apple peel has about one-third of the apple’s total fiber, and it prevents 

constipation. Constipation ③ occurs for a number of reasons, but an apple’s fiber 

content can help ④ alleviating this uncomfortable condition and allow you ⑤ having a 

bowel movement with ease and regularity.  

Consuming adequate fiber is one of the simplest methods to relieve constipation, 

and apples are ideal because of their high fiber content. Adults are recommended to 

consume around 30g of fiber per day, and eating one or two apples a day can easily 

help them achieve this goal.  

listen to mp3

*constipation 변비

LEVEL 2- 1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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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do not want to live in rural areas
②  underestimate vertical farming
③  worry about a fair distribution of wealth
④  came up with vertical farming to solve the problem
⑤  criticize traditional farming for producing less food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s technologies are developing, we will have millions of new jobs in the future 

that we have never dreamed of. One of these jobs is a vertical farmer. What is vertical 

farming, then? Unlike traditional farming, vertical farming produces food on vertically 

stacked layers, not on a flatland. That means it doesn’t require large farming land, 

and it allows you to produce more crops from the same–sized land. Then, why do 

we need vertical farming? Scientists say that the Earth has lost a third of its farmable 

lands over the last 40 years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ey 

also say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grow by another 2 billion people, and 

naturally, it would be a real challenge to feed all the people. That’s why many people 

. 

As a vertical farmer, you can get more benefits than traditional farmers. Since 

vertical farming is conducted in well-controlled 

indoor environment, crops in layers are not affected 

by unusual weather events such as torrential rains, 

flooding, or droughts. As a result, you can produce 

more crops. In addition, as you work indoors, you 

are not exposed to diseases like malaria, and there are 

fewer animals that can harm the plants.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Unlike traditional farming, vertical farming needs less farmable lands.
②  Because of urbanization, farmable lands are decreasing.
③  In the future, the global population will be diminishing.
④  Vertical farmers can produce more food than traditional farmers.
⑤  Traditional farmers are vulnerable to diseases like malaria.

LEVEL 2- 2  시의성 있는 주제

*torrential 급류의

매거진201909월-고등-2.indd   26 2019. 8. 19.   오후 4:28



learn
in

g
 m

aterials

24     25

1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rom summer 2019, the people of Singapore and South Korea will 

be available to use ePassport gates to enter the U.K. without having an 

interview with immigration officials. By using ePassport gates, currently 

available for British and European Union nationals, visitors can use a 

faster route through the border. ① The British government plans to allow those who 

are aged 18 and over with a chipped passport to use the gate. ② Those aged 12 to 17 

years old, and who are accompanied by an adult, are also able to use it. ③ In chipped 

passports, there i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omparing the passenger’s face to 

the digital image recorded in their passport so that people can quickly go through the 

British border. ④ Britain has 734 airports, including Heathrow airport, and there are 

five airports in London alone. ⑤ People tend to be reluctant to cross the British border 

because they have to go through a difficult interview when passing through. However, 

using ePassport gates, people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complicated process to 

cross the border. Accordingly, about an additional 6.5 million people are expected to visit 

Britain. By adding Singapore and South Korea, there are now seven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allowed to use ePassport gates in Britain, according to the British Home 

Office. Other countries that the U.K. allows to use ePassport gates are the U.S., Canada, 

New Zealand, Australia, and Japan.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2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①    Jimin:   Since I am a Korean citizen(age 19), I don’t have to have an interview with 

immigration officials when entering the U.K. from summer 2019.
②    Gabriel:   Since I am from France, I can use ePassport gates when entering the U.K.
③    Justin:   If I have a chipped passport, I can pass the U.K. border more quickly than 

those who do not have one.
④    Sujeong:   The U.K. airports are infamous for giving a difficult interview.
⑤    Nicole:   Well,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the U.K. will be 

diminishing.

시의성 있는 주제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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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마무리 전략

수능 영어 마무리 전략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9월 모의평가도 끝나고 수능만 남았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하

는 시기로 입시 상담 및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

렵고,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생은 최저 등급 충족에 대한 부담감과 좌

절감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두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철저히 세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분명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효과

적인 수능 영어 마무리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글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6월과 9월에 본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보여 주는 가이드이자 수능 난이도

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험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의 획득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한 방향과 평가원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일치하

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다시 해

석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지문의 주제 및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려운 구문을 정리해 

보고, EBS 연계 교재의 문제가 모의평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었는지를 비교 및 분석

해 보는 과정을 포함한다.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ebsi.co.k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

의평가 분석 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많은 학생들이 듣기 영역이 읽기 영역에 비해 쉽다는 생각에 수능이 가까워지면 독해 공부

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일수록 듣기 영역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될 경우 원하는 등급을 받기 어려워진다. 특히 실제 수능에서 듣기 영역 동안 실수하면 집

중력이 흐트러져 읽기 영역 풀이에도 영향을 미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모의평가 듣기 영역에서 한두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수능 

EBS 연계 교재의 듣기 영역을 복습하면서 모르는 어휘와 표현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취약한 듣기 유형은 실제 발음을 익히면서 듣기의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수능 영어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EBS 연계 교재에 대한 효과

적인 복습이 필요하다. 특히 교재에 있는 모든 문항의 중요도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

하고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연계 가능성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

로 유형 중 주제, 제목, 어휘, 어법,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장문(2문제)은 수능에 연계될 확

률이 높고, 목적, 주장, 요지, 심경 및 분위기, 지칭 추론, 도표, 실용문, 내용 일치, 장문(3문

제) 유형은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를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한

다면 남은 기간 동안 학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BS 연계 교재를  

효과적으로 복습하자!

6월, 9월 모의평가를 

정확하게 분석하자!

듣기 영역을 소홀히 

하지 말자!

매거진201909월-고등-2.indd   28 2019. 8. 19.   오후 4:28



 

26     27
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01
요약문은 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종합한 것이므로 대부분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요약문과 선

택지를 먼저 읽어 글의 내용을 유추해 본다. 그 다음 지문을 읽으며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요약문 특징을 이해한다.

02
요약문은 지문의 요지를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선택지를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틀린 선택지를 골라

내거나 어느 정도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구문 연습

으로 요약문 수준의 문장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03
요약문이 글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문에 사용한 단어를 그대

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평소에 글의 핵심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나 지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단어나 어구를 찾는다.

요약문 완성 문제는 40번 문항으로 고정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상 압박을 느껴 학생

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유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요약문만 정확히 읽어도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에 지문의 핵심 어구를 찾는 연습을 한다면 실

전에서도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다. 

수능	대표	유형			요약문 완성 문제 

  Step 1       요약문과 선택지를 읽고 글의 내용을 추측한다.

‘사람들이 더 (A)한 생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화석 

연료는 투입과 생산 간 거리의 면에서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보다 더 (B)

하다’는 것이 요약문 내용이다. 따라서 생산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 화석 

연료가 대체 에너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혹은 ‘비싸다’는 내용이 담

긴 글임을 추측할 수 있다.

  Step 2         위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읽으며 반복되는 내용이나 다른 표현으로 

쓰인 어구 등을 파악한다.

• Biological organisms ~ discount distant outputs over those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생물학적 유기체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생산물보다 (시간상으로) 멀

리 있는 것들을 평가 절하함.

→			People	tend	to	favor	more	immediate	outputs:		

사람들은	더	즉각적인	생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Thus fossil fuels ~ in addition to having energy quality advantages 

~ over many renewable technologies, also have a “temporal 

advantage”: 

화석 연료가 재생 가능 기술보다 품질 이점과 시간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	fossil	fuels	are	more	competitive	than	renewable	energy	alternatives:		

화석	연료가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보다	더	경쟁력이	있음.

기출 파악하기

•2019학년도 수능 절대평가(홀수) 기출문제(4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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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요약문 완성 유형 예상 문제 

[1~2]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We all have an Achilles’ heel—a characteristic or predisposition that can get us into difficult 

situations. Maybe it is impatience, indecisiveness, or an inability to handle conflict. Many of us 

have a problem with losing our temper. The trick is to develop some mechanism which enables 

us to keep our drawbacks from getting us in serious difficulty. A good example is President 

Eisenhower. When his temper got out of control, he was prone to do or say things he would later 

regret. He realized he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When he got mad, he wrote the offending 

person a letter and put it in the lower left-hand drawer of his desk for ten days. When the time 

was up, he reviewed the letter and sent it only if it still reflected how he felt. Eisenhower only sent 

about 10 or 15 percent of the letters he wrote. Writing them allowed him to feel catharsis without 

causing irreparable damage.

        (A)          (B)

①  advantages ...... systematic

③  advantages ...... drastic 

⑤  traits  ...... strict

2 Civilization is like a delicate veneer. Like so many events in modern history, the New York 

blackout of 1977, when people resorted to looting and criminal activities during the blackout, 

shows how easy it is to shatter the illusion of control and drive the world into chaos. Each incident 

creates waves that can spread out and cause a catastrophe on a much larger scale.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s, in large measure, a story of the human quest for control. After thousands 

of years of civilization, we begin to think that we control the environment in which we live. We 

might even fool ourselves into thinking that we control human nature. Modern society is built 

on the assumption of control. Yet, as the terror of the New York blackout shows, chaos can all too 

easily burst forth, reminding us how flimsy the illusion of control really is. The root cause of much 

of the chaos that besets us is complexity. It is complexity that turns order into chaos.

       (A)         (B)

①  controllable ...... chaos

③  controllable ...... emptiness

⑤  irregular ...... anarchy

LEVEL 1

Throughout history, one can see that ideas around what is seemingly (A)  are in 

fact illusions, which can quickly change into (B)  at any moment.

       (A)         (B)

②  flaws ...... defensive

④  flaws ...... preventative 

       (A)         (B)

②  unpredictable ...... disorder

④  unpredictable ...... confusion

Whatever (A)  we may have, we can come up with (B)  measures to 

avoid trouble that can be caused by these drawbac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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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 When people hold stereotyped expectations that older adults cannot hear well, and they 

are dependent and cognitively incompetent, they often modify the way they speak to fit these 

assumptions. People who pass premature judgment on older adults tend to use patronizing 

forms of communication in their conversations. Features of patronizing communication include 

overly simple grammar and short sentences. In addition, patronizing communication often entails 

speaking at a louder than normal level of intensity and using exaggerated prosody and nonverbal 

gestures. This form of communication can result in the communication predicament since the 

speaker’s patronizing manner of communication imposes unnecessary constraints on interactions 

with an older adult. The unfortunate outcome is that both speaker and listener tend to avoid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on future occasions.

           (A)              (B)

①  inventing ...... counterproductive

③  simplifying ...... counterproductive

⑤  multiplying ...... counterproductive

4 The most prosperous societies generate the most solid waste. For example, Americans produce 

a little more than four pounds of waste per person per day, one pound of which is recycled. 

Spaniards generate two pounds of waste per person per day, and they recycle about one-half 

pound of their waste. In poorer societies, such as Senegal, each person generates less waste, and 

households recycle or reuse everything of economic value. Scavengers, often gathered around 

municipal dumps, do much of the recycling in citi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rural Ecuador, 

anyone who wanted to purchase a soda in a small store was asked to present an empty bottle, 

which he or she could then exchange for a full bottle. In rural areas, store owners may still be seen 

to recycle commodities in this way toda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extent of recycling.

        (A)       (B)

①  ethical ...... residents

③  ethical ...... environmentalists

⑤  affluent  ...... l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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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People who make hasty assumptions about the elderly tend to believe that (A)  

their conversational method will help their interaction with them, but excessive adjustment 

can sometimes be (B) .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the rate of recyclability depend on how (A)  

a country is, but with the recycling being done randomly by (B)  in some 

regions, this interferes with the accurate measurement of recycling rates.

           (A)         (B)

②  diversifying ...... constructive

④  clarifying ...... constructive

        (A)      (B)

②  affluent ...... officials

④  advanced ...... politicians

*prosody 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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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Hearing produces coordinated activity with others through the synchronization of our actions 

with rhythms produced from the outside, such as those of a metronome or another person. 

Human beings can intentionally choose to synchronize with a chosen external rhythm, but we also 

tend to engage with others’ rhythms without our knowing. In both cases, this synchronization to 

rhythm enhances a sense of sharing, whether or not we are consciously focusing on this sense. 

According to Judith Becker, an American educator, bodies and brains synchronize gestures, 

muscle actions, breathing, and brainwaves while enveloped in music. The physiology of hearing 

discloses our connection to the larger environment, our sharing that world with other agents, and 

our capacity for attuning the dynamics of our behavior with them. By conveying these aspects of 

our relationship to a world and to beings beyond ourselves, music helps us to develop a sense of 

sharing a world with other people. 

              (A)       (B)

①  communicative ...... cultural

③  auditory ...... cognitive

⑤  auditory ...... mutual 

6 It’s useful to regard great anger as having stages similar to the stages of grieving: denial and 

shock, blaming of themselves or others, bargaining, and finally, acceptance. In the denial phase 

of major anger, you, as a service provider, will hear customers say, “There’s no way this could be 

true,” or “There must be some mistake.” They are likely the opening wave of emotions. Customers 

are attempting to control their anger, and you are glimpsing the beginning of a potential major 

volcanic eruption. In this stage, you have a chance to avoid this eruption if you can answer the 

customers’ questions, and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Emotionally, it’s a very good 

idea to support the customers’ initial reaction by saying things like “You’re right. There must be 

some sort of mistake.” Get them involved with you in figuring out what happened. If you are 

looking at information on a computer screen, tell your customers what you are doing or seeing. 

Keep them involved. It helps defuse their anger.

       (A)       (B)

①  denial ...... unbiased

③  denial ...... aggressive

⑤  initial ...... relaxed

LEVEL 2

Whether we are aware of it or not, our (A)  ability connects us to (B)  

experiences with others and the larger environment.

If you find out your customers are in the (A)  stage of anger, you can try to 

overcome this situation by showing a(n) (B)  attitude and by keeping them 

involved in the resolution process of the problem.

              (A)       (B)

②  perceived ...... economic

④  perceived ...... physical

       (A)       (B)

②  initial ...... sympathetic

④  critical ...... host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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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7 A number of historians have noted that the concept of domestic motherhood was a contradictory 

ideal that put intense cross-pressures on middle-class wives during the 1980s. These women were 

expected to fulfill ‘conflicting cultural demands’ that separated them from their children,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be sources of assistance in the handling of household production and family 

care. In addition, creating and maintaining the middle-class home put new demands on wives. For 

example, the social demands of visiting, entertaining, and making consumption decisions required 

a great deal of time. These errands and obligations were not ones in which children could tag along. 

The result was an increasing disparity between what adult society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women to achieve and what they needed to do for their children.

         (A)       (B)

①  domestic ...... fulfilling

③  maternal ...... fulfilling

⑤  political ...... neglecting

8 Generally, the function of words is to label preexisting objects or ideas. For instance, the word 

‘panda’ labels a particular species of mammal. That species exist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label. But sometimes words stand for concepts that do not really exist apart from the existence of 

the words themselves. Consider the case of color. The visible light spectrum is continuous, with no 

definitive physical divisions. For example, there is no actual point on the light spectrum at which 

blue and green are neatly split. Instead, green and blue blend into each other in the spectrum. 

However, speakers of many languages refer to this color contrast all the time. In doing so, they 

essentially bring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green’ and ‘blue’ into existence. They use words 

to specify portions of the light spectrum that can be roughly discriminated but that do not have 

absolute boundaries.

       (A)       (B)

①  imply  ...... concrete

③  classify ...... obvious

⑤  classify ...... ambiguous

LEVEL 3

30     31

During the 1980s, newly imposed (A)  responsibilities on middle-class women 

put them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which potentially resulted in the (B)  of 

their role as mothers to their children.

We typically use words to (A)  things that have been around us for a long time, 

but sometimes they are used to distinguish somewhat (B)  concepts.

         (A)       (B)

②  financial ...... neglecting

④  social ...... neglecting 

       (A)       (B)

②  modify ...... symbolic

④  modify ...... physic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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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teachers acknowledge that comparative assessment techniques, 

such as standardized tests, often measure performance more than 

knowledge. Students may recite information, but have little ability to apply 

it to their lives. This can frustrate teachers who may feel these systems 

can’t be changed. Some school boards are asking governments to suspend 

administering standardized tests. But even if they can’t reform education 

policies overnight, teachers have more ability to change things than they 

realize, says one New Zealand academic.

“We’ve been taught as a profession to become passive, ‘Well, we can’t 

undo this’,” says Welby Ings, a design professor at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former K-12 classroom teacher in New Zealand. “But 

actually, it’s ou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question things that are 

not right.” Ings encourages teachers to become what he calls ‘positively 

disobedient.’ He doesn’t think teachers should be disruptive without reason. 

Instead, they need to be creative and challenge rituals to help students lear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standard tests, which Ings calls ‘a very blunt 

and ineffective tool for understanding learning.’ Diagnostic assessments help 

teachers understand what students know and how they learn. Comparative 

assessments, however, can create artificial hierarchies that promote 

unnecessary competition, and discourage students from learning, he says.

Not all students are affected by traditional assessments in the same way. 

They can hinder students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people learn, says 

Ings. 

The demand to produce answers immediately can disadvantage reflective 

students who need time to think about a concept from many different 

The Problem with  

Standardized 
Testing

Trend 
    Fun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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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before giving a response. Other students 

become anxious when taking tests and make mistakes 

even if they know the material. The examination room can 

be like a ‘meat grinder’ to them, says Ings. “They need a 

certain amount of grace around their thinking so they can 

actually apply very delicate and nuanced approaches to 

working with knowledge.”

Students who excel, however, at these assessments are 

vulnerable too, says Ings. They may be so focused on the 

grade that they neglect to look at feedback, or consider how they can improve. They can lose 

respect for the value of learning.

Ings encourages teachers to create a classroom culture that encourages critical 

self-assessment. This doesn’t need to happen through long, complicated exercises. It can be 

as simple as asking students questions about what they liked about their work and how they 

would change what they did if they had more time. Or it could mean having students review 

each other’s work. Ings often had his high-school students review two classmates’ essays. 

They would say what they thought was good about each piece, and what they thought could 

be improved. This is a smaller-scale version of the peer-review process in higher levels of 

academia.

Other times, Ings had students review their assignments before he sent them home with 

reports. He would give them time to look through their work, and ask them to pick out the 

assignment they liked most. They would scan the assignment and write about what they liked 

about it, what they learned while they were working on it, and what they planned to do next. 

It took about an hour, he said, and it helped students learn to think critically and assess their 

own work.

Self-assessment and reflection are skills students are going to need when they leave 

school, regardless of what professions they may acquire. Good marks don’t create respect or 

meaningful relationships, says Ings. “Nobody will fall in love with you because you got 86 

(on an assignment).” What those outside of school, like future employers, really want to know 

about is how people think and act.

출처: http://teachmag.com/archives/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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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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tist

[정답]
Q1.	Yes.	/	Coldplay는	영국	런던에	있는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만나	결성된	록	밴드이다.	
Q2.	Yes.	/	William	Champion은	드럼을	연주할	줄	몰랐으나,	원래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금세	익혔다고	한다.	

Q1. Coldplay는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4인조 록 밴드이다. Yes. / No.

Q2. Coldplay의 드러머 William Champion은 밴드에 합류했을 때 드럼을 연주할 줄 몰랐다. Yes. / No.

Video

Trend 
    Fun

Pop Song

by
Coldplay

매거진201909월-고등-2.indd   36 2019. 8. 19.   오후 4:28



learn
in

g
 m

aterials

[W
o

rk
sh

e
e
t 

A
]

Co
m

e 
up

 to
 

 y
ou

.

Te
ll 

yo
u 

I’m
 

.

Yo
u 

do
n’

t k
no

w
 h

ow
 

 y
ou

 a
re

.

I h
ad

 to
 

 y
ou

.

Te
ll 

yo
u 

I n
ee

d 
yo

u.

Te
ll 

yo
u 

I s
et

 y
ou

 
.

Te
ll 

m
e 

yo
ur

 
.

A
nd

 
 m

e 
yo

ur
 q

ue
st

io
ns

.

O
h,

 le
t’s

 g
o 

ba
ck

 to
 th

e 
.

Ru
nn

in
g 

in
 c

irc
le

s,
 c

om
in

g 
up

 
.

H
ea

ds
 o

n 
a 

sc
ie

nc
e 

ap
ar

t.

N
ob

od
y 

sa
id

 it
 w

as
 e

as
y.

It’
s 

su
ch

 a
 

 fo
r u

s 
to

 p
ar

t.

N
ob

od
y 

sa
id

 it
 w

as
 e

as
y.

N
o 

on
e 

ev
er

 s
ai

d 
it 

w
ou

ld
 b

e 
th

is
 

.

O
h,

 ta
ke

 m
e 

 to
 th

e 
st

ar
t.

[W
o

rk
sh

e
e
t 

B
]

Co
m

e 
 to

 m
ee

t y
ou

.

 y
ou

 I’
m

 s
or

ry
.

Yo
u 

do
n’

t 
 h

ow
 lo

ve
ly

 y
ou

 a
re

.

I h
ad

 to
 fi

nd
 y

ou
.

Te
ll 

yo
u 

I 
 y

ou
.

Te
ll 

yo
u 

I 
 y

ou
 a

pa
rt

.

Te
ll 

m
e 

yo
ur

 s
ec

re
ts

.

A
nd

 a
sk

 m
e 

yo
ur

 
.

O
h,

 le
t’s

 g
o 

 to
 th

e 
st

ar
t.

Ru
nn

in
g 

in
 

, c
om

in
g 

up
 ta

ils
.

H
ea

ds
 o

n 
a 

 a
pa

rt
.

N
ob

od
y 

sa
id

 it
 w

as
 e

as
y.

It’
s 

su
ch

 a
 s

ha
m

e 
fo

r u
s 

to
 

.

 s
ai

d 
it 

w
as

 e
as

y.

N
o 

on
e 

ev
er

 s
ai

d 
it 

w
ou

ld
 b

e 
th

is
 h

ar
d.

O
h,

 ta
ke

 m
e 

ba
ck

 to
 th

e 
.

◎ 짝과 워크시트를 한 장씩 나누어 갖고 노래를 들으며 빈칸을 채우세요. 그 후, 서로의 워크시트를 보며 정답을 확인하세요.

The Scientist

Q1. Coldplay는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4인조 록 밴드이다. Yes. / No.

Q2. Coldplay의 드러머 William Champion은 밴드에 합류했을 때 드럼을 연주할 줄 몰랐다. Yes. / N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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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le
ar

n
in

g
 m

at
er

ia
ls

[Worksheet A 정답]

meet,	sorry,	lovely,	find,	apart,	secrets,	ask,	start,	tails,	shame,	hard,	back	

[Worksheet B 정답]

up,	Tell,	know,	need,	set,	questions,	back,	circles,	science,	part,	Nobody,	start

•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장의 주어와 ‘to’부정사의 주어가 다를 때, ‘to’부정사 앞에 

‘전치사 +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요.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분석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It’: 전체 문장의 주어(가주어)

  ‘for us’: ‘to part’의 의미상의 주어

●� 다음�사진을�보고,�주어진�단어를�이용하여�문장을�완성해�봅시다.

1.

2.

3.

 

(important,	English,	learn,	me)

 

(not,	wake	up,	him,	easy,	early)

 

(takes,	much	time,	the	artist,	her	drawing,	finish)

It	is	hard	for	me	to	drive	a	truck.

(hard,	drive,	me,	a	truck)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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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up to meet you.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Tell you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려고요. 

You don’t know how lovely you are.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I had to find you.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Tell you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려고요.

Tell you I set you apart.
내가 당신을 멀어지게 했다는 말을 전하려고요. 

Tell me your secrets.
당신의 비밀을 내게 말해 주세요. 

And ask me your questions. 
그리고 내게 질문을 해 주세요.

Oh, let’s go back to the start.
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요. 

Running in circles, coming up tails.
쳇바퀴 돌듯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Heads on a science apart.
답을 찾을 수 없어요. 

Nobody said it was easy.
아무도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Nobody said it was easy. 
아무도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this hard.
하지만 이렇게 힘들 거라고도 말하지 않았죠. 

Oh, take me back to the start.
오, 나를 다시 처음으로 데려가 줘요. 

I was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
나는 그저 숫자들과 수치들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Pulling your puzzles apart.
당신이라는 퍼즐을 분리하면서 말이에요.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과학적인 질문들, 과학과 진보는

do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Tell me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줘요. 

Come back and haunt me.
돌아와서 내 눈앞에 나타나 줘요.

Oh, and I rush to the start.
오, 그리고 처음으로 달려가요.

Running in circles, chasing our tails.
쳇바퀴처럼 돌면서 꼬리에 꼬리를 쫓으며,

Coming back as we are.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네요. 

Nobody said it was easy. 
아무도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Oh, it’s such a shame for us to part.
오,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Nobody said it was easy. 
아무도 쉬울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No one ever said it would be so hard.
하지만 이렇게 힘들 거라고도 말하지 않았죠. 

I’m going back to the start.
나는 처음으로 돌아갈래요. 

◎ ‘The Scientist’ 가사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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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Break 

We are what we repeatedly do. 

Excellence, then, is not an act, but a habit. 
- Aristotle

A Famous Saying 

Fun Riddles

1.	 		My head is red but turns black when you scratch it.  

What am I?

2.	 	What goes up when the rain comes down?

3.	 	What can’t you see that is always ahead of you?

4.	What can you break without touching it?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FUN RIDDLES 정답: 1. a match   2. an umbrella   3. the future   4. a promise      

Laugh Out Loud 

The Size of Coffee Teachers Need for Different Occasions

Monday Mornings Staff Meetings Back to School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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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젠더리스(Genderless)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달리 젠더(gender)는 사회

적으로 정의된 성을 뜻하는데, 이는 1995년 9월 5일 북

경 제4차 여성대회 정부기구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그 이유는 성은 생물학적인 남녀차별을 내포하는 반면, 

젠더는 대등한 남녀 관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요새 떠오르는 ‘젠더리스(genderless)’

는 무슨 뜻일까?

젠더리스는 젠더에서 파생된 단어로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을 의미한다. 새로운 패션 경향 중 성별과 나

이의 벽을 허무는 스타일을 뜻하기도 한다. 젠더리스 경향에 맞추어 여러 브랜드에서 남녀 모두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 미국 오스카 시상식에서 공연 예술가 Billy Porter가 남성임

에도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젠더리스는 패션 업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화장

품, 향수 등에도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여자아이에게는 인형이나 소꿉놀이 세트를 선물하고, 남자아이에게는 공이나 로봇 

장난감을 사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놀이 도구를 

체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교육 문화의 분위기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올바른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별명이 많다. 미래보다 오늘을 소중히 여

기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온리싱글데이족’, 연애, 결혼, 출

산, 내 집 마련, 꿈 등 N가지를 포기하는 ‘N포 세대’, 기성세

대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신인류 세대’. 그렇다면 밀

레니얼 세대란 정확히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 밀레니얼 세

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연령층

으로, 정보 기술(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세대이

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좋아하는 브랜드나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찾으면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연다는 

점이다. 이들의 강력한 구매력에 기업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 성향을 연구하고 이에 맞는 상품과 쇼핑 공간

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치스러운 세대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환경과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고, 

상품의 기능 및 가격과 더불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치도 구매 결정의 지표로 사용한다. 즉, 지속 가능

한 패션을 지향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의 제품에 가치를 두고 구매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 1990년 후반 IMF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불황 

속에서 자라며 이와 같은 가치관이 내재화되었다.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직업보다 경험을 통한 추억과 행복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가졌는가보다는 무엇을 경험했는가로 자신을 표현하는 세

대, 바로 밀레니얼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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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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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Good Books to Read

A Book for Teachers

책 소개

교육과정 문해력과 최근 교육계 이슈이면서 모호한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교육

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과정중심평가,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개념을 그림과 도식을 활

용한 비주얼 씽킹 기법으로 누구나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정-수업-평

가-기록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 전체 과정을 20개의 챕터로 구성하고 구체적 실천 지침과 저

자가 직접 실천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앎과 실천이 모두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yes24

+	유영식

유영식 선생님은 혁신학교 및 교육부 정책 연구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으로 교육과정 개발, 

평가혁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우수 실천 

사례로 선정된 경험을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 요원으로서 교육과정-수업-평

가-기록 일체화 자료 개발에 참여하였다.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 평가혁신 정책의 시

작부터 현재까지 참여해 왔다. 이러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

화’, ‘과정중심평가’, ‘배움중심수업’, ‘교육과정 문해력’을 주제로 신규교사, 전문직 및 수석교

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하여 전국의 선생님들과 자신의 교육과정 문해력 노하우와 실천 사

례를 공유하고 있다. -yes24

교육과정 문해력

+	Roald	Dahl

Roald Dahl은 영국 웨일스에서 태어나 잉글랜드에서 교육을 받았다. 쉘 석유 회사의 아프리카 

지사에서 일했던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 그러나 이집트

에서 크게 다치고 조종사의 길을 그만둔 후, 전쟁 때의 모험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시나리오 작가, 시인, 소설가로도 명성을 얻으며 에드거 앨런 포 상, 전미 미스

터리 작가상을 수상했다. 현대 동화에서 ‘가장 대담하고, 신나고, 뻔뻔스럽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을 만든 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특유의 재치와 유머, 대담한 상상력으로 많은 작가에게 영감

을 주었다. 어린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가

로 불리고 있다. -알라딘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신비한 능력을 지닌 소녀는 재미삼아 사냥하는 그레그 씨 가족을 오리로 변하게 만든다. 그

레그 씨 가족이 오리가 되어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뉘우친 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야생동물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엉뚱하고 기발한 발상과 못된 사

람은 벌주고야 마는 통쾌한 결말이 인상적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겨졌던 분노가 올바

른 방향과 방법으로 표출될 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분노는 모두 나쁜 것

이 아니고 정당한 분노는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다. -yes24, 알라딘

THE MAGIC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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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y	Griffiths

Andy Griffiths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책 작가 중 

한 명이다. 신나는 모험 이야기가 가장 자신 있다는 작가는 호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늘 1위를 

차지할 만큼 독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공연과 TV 프로그램으로 각색

되기도 했다. 「나무집」 시리즈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가의 첫 작품이다. -yes24

책 소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지은 나무 위 13층 짜리 집. 이곳에 평범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게임으로 가득 찬 게임방, 베개 싸움을 할 수 있는 방, 지하 비밀 실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식인 상어가 우글거리는 수조… 그게 다가 아니다.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마시멜로 발사기

가 있어서 배고플 때마다 자동으로 입속에 마시멜로를 쏘아 넣어 주기까지 한다! 

13층 나무집은 두 소년이 눈치 안 보고 실컷 놀 수 있는 환상적인 놀이터이면서, 둘이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앤디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만화와 동화의 

중간쯤,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실험을 엮어내는 세련된 감각을 뽐내는 책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한바탕 땀나게 뛰어 놀고 온 느낌이다. -알라딘

THE 13-STORY 

TREEHOUSE

책 소개

영화 「플립」의 원작 소설로, 두 주인공이 7살부터 13살까지 성장기를 보내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괴짜 소녀 줄리와 외모만 번듯한 소심 소년 브라이스, 이 두 주인공이 마치 일

기를 쓰듯 각자의 속마음을 번갈아 서술하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무 타기를 즐기는 만능 우등생 소녀 줄리는 앞집에 이사 온 푸른 눈동자의 브라이스에게 

첫눈에 반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출중한 외모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소심남 브라이스는 줄리를 일생일대의 위협으로 여겨 밀어내기에 급급하다. 그렇게 브라이

스는 자그마치 6년 동안 줄리를 피하고 도망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가 선물한 달걀을 

내다 버리던 브라이스의 만행이 발각되면서 둘의 관계는 역전된다. 줄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

진 푸른 눈동자의 주인공에게서 소심한 겁쟁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브라이스는 세상에서 제

일 괴짜인 소녀에게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알라딘

+	Wendelin	Van	Draanen

Wendelin Van Draanen은 196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오랫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7년에 첫 작품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새미 키

스」 시리즈와 「슈레더맨」 시리즈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새미 키스와 호텔 도둑」

으로 1999년에 에드거 앨런 포 상을 수상했다. 현재까지 7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작가의 

대표작인 「두근두근 첫사랑」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미국 4개의 주에서 청소년 독자들이 직

접 선정한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플립」은 영화로 제작되어 호평을 받았다. -yes24

FL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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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1 18쪽

[1~2]   

해석

전기나 비싼 기계를 살 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람들이 세탁

기 없이 손으로 빨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아트 센터 디

자인 대학교 학생인 Alex Cabunoc와 Ji A You는 GiraDora를 만들었

다. GiraDora는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세탁기이다. 이것은 40

달러 정도에 불과해서 전에는 세탁기가 비싸 살 형편이 안 되는 사

람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 기계는 빨래 부담도 덜어준다. 빨래

는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손빨래를 한다면 하루

에 6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며, 일주일 동안 3일에서 5일을 해야 한다. 

GiraDora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휴대용 플라스틱 통에 비누와 물

을 채워 넣는다.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의자 역할을 하는 뚜껑을 닫

는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앉아 용수철이 붙어 있는 페달을 밟기만 

하면 된다. GiraDora를 사용하면 많은 옷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어서 

물 사용량도 적고, 노력도 덜 든다. GiraDora는 현재 페루에서 현장 

테스트 중이며, 남아메리카와 인도에 더 널리 도입할 계획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①	

  (A) 다음에 GiraDora가 어떤 물건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GiraDora를 소개하는 문장이 먼저 

나와야 하므로 (A) 위치가 적절하다. 

2 | 정답 |	⑤

  GiraDora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손빨래를 하지 않고 기계를 이

용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목으로 ⑤ ‘GiraDora, 사람들의 빨

래를 돕는 기계’가 가장 적절하다. 

 ① GiraDora, 인도에서 현장 테스트 중인 기계

 ② 빨래,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집안일 중 하나

 ③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손으로 빨래를 하는 곳

 ④ GiraDora, 남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매우 경제적인 기계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2- 1   19쪽

[1~2]   

해석

뭄바이에 있는 Dhobi Ghat는 명백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외 

빨래터이다. ‘Dhobi Ghat’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옷을 빨기 위해 모

이는 장소를 뜻한다. 뭄바이에 있는 이 빨래터는 세계 최대 규모일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같은 곳에서 동시에 손빨래하는 장소

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Dhobi Ghat는 생긴 지 140년이 되

었고 지금까지도 운영한다. 사람들은 옷을 스스로 빨 수도 있지만, 인

도인 세탁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이들을 ‘dhobis’라고 부른다. 지

금은 오천여 명의 dhobi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전통적으로 dhobi가 하는 일은 빨래이다. ‘dhobi’라는 단어는 ‘씻다’라

는 뜻의 힌디어 ‘dhona’에서 파생했다. 그들은 과거에 손으로 옷을 빨

았다. 하지만 요즈음 들어 일이 현대화되면서 많은 커튼과 이불보, 수

건을 빨 때 산업 기계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까다롭

고 비싼 옷은 대부분 손빨래를 한다. 빨래를 하고 나서 그들은 옷을 

꼼꼼히 살펴서 얼룩이나 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이 글은 인도 뭄바이에 있는 Dhobi Ghat와 그곳에서 일하는 

dhobi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Dhobi Ghat에 빨래하려고 모이고, 

이곳은 빨래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다. 또 dhobi의 어원을 ‘씻다’라는 힌디어에서 찾

을 수 있고, dhobi들은 빨래 후에 왜 옷을 다시 확인하는지도 알려 

준다. 그러나 ⑤ ‘산업 기계가 인도의 dhobi를 어떻게 대체했는가’

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 | 정답 |	③

  빈칸 앞에는 과거 dhobi가 손빨래를 해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빈

칸 뒤에는 그들이 이제 많은 커튼, 이불보, 수건을 빨 때는 산업 기

계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그들의 일이 현대화되었

다(modernized)는 말이 연결되어야 내용이 자연스럽다.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2- 2   20쪽

[3~4]   

해석

온라인 광고는 오랫동안 마케팅의 핵심 부분이었으며, 인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후로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왔다. 그렇다면 사람들

은 온라인 광고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할까? 대답은 ‘아니다’이며, 실

제로 정확히 그 반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광고를 불편하

게 느낀다.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광고는 점점 더 온라인 소비자들

을 괴롭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91%가 과거보다 온라

인 광고를 더 거슬리게 여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온라인 광고가 성가신 존재가 되었을까? 주된 이유는 인

터넷 상에 광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영국 인터

넷 사용자의 75%가 3년 전보다 광고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사람

들이 웹 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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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하는 정보가 아닌 광고이다. 수많은 팝업 창과 광고는 사람들에

게 그들이 클릭한 내용의 제목조차 읽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 광고가 

모든 곳에 있는 바람에 화면을 가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

하게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되돌아보지 않고 웹 페이지를 나간다. 

사람들은 광고가 너무 지나쳐서 자신이 접속하는 모든 브라우저나 기

기 속에서 어디든 따라다닌다고 말한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③	

  ①, ②, ④, ⑤는 사람들 혹은 인터넷 사용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③은 ‘online ads(온라인 광고)’를 가리킨다.   

4 | 정답 |	③

  (A)는 인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온라인 광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계속 있어 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지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시제는 현재완료를 써야 적절하다.

  (B) 온라인 광고는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이므로 현재분

사 ‘irritating’이 적절하다.

  (C) 이 문장에서 ‘following ~’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구이므로 현재분사 ‘following’이 적절하다.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3  21쪽

[1~2]   

해석

2016년은 삶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자신의 예술적 추구를 포기하지 않

았던 전설적인 화가, 이중섭(1916~1956)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였다. 그는 1916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조국이 처해 있는 비극

적인 상황은 그의 초기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초기 작품 

중 ‘흰 소’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다. 그는 소를 묘사하여 일본

의 억압을 받는 한국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 그림은 일본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다. 만년에 그는 

은박지 화법을 시작했다. 그는 미술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은박지를 

캔버스로 사용했다. 이는 그가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이전에 없던 장

르였다. 그는 은박지 안쪽 표면을 긁어서 물감을 칠하고, 남은 물감을 

제거하여 파인 오목한 부분에만 물감을 남기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

다. 그는 은박지 그림 300여 개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그림

들은 크기는 작지만, 생기가 넘치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주

로 아이들 모습을 그렸다. 그는 아이들이 정직하다고 여겼고, 아이들

을 묘사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직함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①	

  이 글은 화가 이중섭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한다. 따라서 이 글을 

쓴 목적은 ① ‘전설적인 화가 이중섭과 그의 화법을 소개하기 위

해’가 가장 적절하다. 

 ② 1910년대 한국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알리려고

 ③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④ 이중섭의 많은 작품들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⑤ 은박지에 그림 그리는 새 방법을 소개하려고

2 | 정답 |	③

  윗글에서 화가 이중섭은 미술 재료를 살 돈이 없어 은박지를 캔버

스로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1  22쪽

[1~2]   

해석

다람쥐는 자신이 견과를 어디에 묻었는지 기억할까? 다람쥐가 아주 

작고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이지만, 우리는 이 동물이 가진 놀라운 능

력인 기억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람쥐는 꽤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물론 영어 단어 수천 개를 

암기하거나 철자법 경연 대회에서 우승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똑똑하다. 확실히 그들은 음식을 묻은 곳을 기억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Princeton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람쥐들은 그들이 견

과를 묻은 곳을 기억하려고 공간 기억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했다고 한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명소와 이정표를 

사용하여 장소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음식을 묻은 곳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큰 바위 옆에 있는 커다란 참

나무 아래에 견과를 묻고, 그 큰 참나무와 큰 바위를 기억한다. 그들

은 또한 비슷한 장소에 음식을 묻어서 머릿속에 모든 저장 장소를 알

려 주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이 큰 바위 옆에 있는 참나무 아래 

견과를 묻으면, 그 큰 바위 옆에 있는 다른 나무 아래에 다른 견과를 

묻는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위치를 기억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저

장한 음식 상태가 여전히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장소에 돌아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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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③	

  다람쥐가 공간 기억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어디에 음식을 묻었는

지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참나무와 큰 바위라는 장소 요인

을 기억하고 비슷한 공간에 음식을 묻어 머릿속에 지도를 만든다

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공간적인(spatial)’이다. 

 ① 청각의 

 ② 시각의

 ④ 촉각의

 ⑤ 감각의

2 | 정답 |	②

  윗글은 다람쥐가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자신이 음식을 묻은 장소

를 찾아간다는 내용을 알려 준다. 따라서 글의 성격은 ②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informative)’이다. 

 ① 비판적인 

 ③ 주관적인 

 ④ 설득력 있는 

 ⑤ 교훈적인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2- 1   23쪽

[1~2]   

해석

사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과일로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사과에는 식이 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으며, 치아

에도 좋다. 사과는 껍질 없이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껍

질째 먹으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껍질을 깎은 사과도 건강

에 좋은 음식이지만,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영

양학자 Joanna Mcmilla는 사과를 껍질째 먹거나 요리해서 껍질에 들

어 있는 영양 성분의 이점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과 껍질에는 사과 전체 섬유질 중 약 3분의 1이 있으며, 이는 변비

를 예방한다. 변비는 여러 이유로 일어나지만, 사과의 섬유질은 이 불

편한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쉽고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하게 한다. 

적당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은 변비를 완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이며, 사과는 섬유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상적이다. 성인은 

하루에 섬유질 3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사과 한두 개를 

먹는 것은 이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②	

  사과 껍질에는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섬유질도 많

아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사과를 

껍질째 먹을 때 좋은 점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제목은 ② ‘사과를 

껍질째 먹을 때 좋은 점’이 가장 적절하다. 

 ① 사과, 가장 일반적인 과일 

 ③ 섬유질 섭취의 중요성

 ④ 변비의 일반적인 요인

 ⑤ 매일 아침 배변을 볼 수 있는 방법

2 | 정답 |	③

 1형식 완전 자동사 ‘occur’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①   사과는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

이 적절하다. 

  ②   전치사 ‘from’ 다음에는 동명사 형태가 와야 하므로, 바꾼 내용

이 적절하다. 

  ④   ‘help’는 목적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만을 취하기 때문에 바

꾼 내용이 적절하다. 

  ⑤   ‘allow’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만을 취하기 때문에 바꾼 내

용이 적절하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2- 2   24쪽

[3~4]   

해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한 번도 꿈꿔 보지 않은 수백만 

가지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직업 중 하나는 수직 농부

이다. 그러면 수직 농장은 무엇인가? 수직 농장은 전통적인 농업과 달

리 평지가 아닌 수직으로 쌓인 층에서 식량을 생산한다. 이는 대규모 

농경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한 땅 크기에서 더 많은 농작물을 생

산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직 농장이 필요한가? 

과학자들은 산업 발전과 도시화로 지난 40년 동안 지구 농지의 3분의 

1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저절로 이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

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직 농장을 고안했다. 

수직 농장을 하는 농부는 전통적인 농업을 하는 농부보다 더 많은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잘 통제된 실내 환경에서 수직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 기상 이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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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하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지 않으며 농작물을 해치

는 동물의 수도 더 적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④

  산업 발전과 도시화로 경작지가 줄어드는 반면 세계 인구는 늘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직 농장을 고안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 | 정답 |	③	

  과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인구가 20억 명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③ ‘앞으로 세계 인구는 줄 것이다.’는 옳지 않다.

 ① 전통적인 농업과 달리 수직 농장은 경작할 땅이 더 작아도 된다.

 ② 도시화로 인해 경작 가능한 땅이 줄어들고 있다.

 ④ 수직 농부는 전통적인 농부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⑤ 전통적인 농부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취약하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25쪽

[1~2]   

해석

2019년 여름부터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민국 인터뷰 없이 

전자 여권 게이트를 이용하여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현재 전자 여

권 게이트는 영국 및 유럽 연합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

하면 방문자는 더 빠른 경로로 영국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영국 정

부는 18세 이상 성인이 칩이 삽입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자 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12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아

이들도 어른이 동반할 경우 전자 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칩이 

삽입된 여권에는 승객의 얼굴과 여권에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비교하

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 사람들은 이제 영국 국경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영국에는 히드로 공항을 비롯한 공항 734개가 있고, 런던에

만 공항이 5개 있다.) 사람들은 영국 국경을 통과할 때 까다로운 인터

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국 국경을 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자 여권을 사용하면 국경을 통과할 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약 650만 명이 추가로 영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한국이 추가되면서 현

재 7개국 국민이 영국의 전자 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④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국민이 2019년 여름부터 전자 여권 게이트

를 사용하여 영국에 더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④ ‘영국에는 히드로 공항을 비롯한 공항 734개가 있고, 런던에만 

공항이 5개 있다.’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다.

2 | 정답 |	⑤

  영국에서 전자 여권 게이트 사용 국가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추가했고, 이에 따라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 수가 늘 것으로 예측한

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⑤ ‘영국에 방문하는 우리나라 방문객 수가 

줄 것이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말이다.

 ①   지민: 나는 한국인(19살)이니까 2019년 여름부터는 영국에 갈 

때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돼. 

 ②   Gabriel: 나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 입국할 때 전자 

여권을 사용할 수 있어.

 ③   Justin: 내가 칩이 삽입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있

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신속하게 영국 국경을 통과할 수 있어.

 ④ 수정: 영국 공항은 까다로운 인터뷰로 악명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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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28~29쪽

1 정답  ④

해석

우리 모두는 아킬레스건, 즉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

는 특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는 조급함이나 우유부단

함, 또는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는 점일 것이다. 우리 중 다수는 화

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요령은 우리의 단점으로 인해 우

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다. Eisenhower 대통령이 좋은 예이다. 그는 성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무언

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깨달았다. 그는 화가 났을 때 그의 기분을 나

쁘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열흘 동안 책상 왼쪽 아래 서랍에 넣어 

두었다. 시간이 흐른 다음, 그는 편지를 다시 읽어 보고, 여전히 자신

의 기분을 반영할 때만 발송했다. Eisenhower는 자신이 쓴 편지의 약 

10~15%만 보냈다. 그는 편지를 쓰는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없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결점으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예방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해설

누구나 결점이 있지만, 그 결점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내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A)에는 ‘결점’

에 해당하는 ‘flaws’가, (B)에는 ‘예방의’에 해당하는 ‘preventati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 정답  ①

해석

문명은 연약한 합판용 판자와 같다. 현대사의 많은 사건처럼, 사람들

이 정전 동안 약탈과 범죄 행위를 했던 1977년 뉴욕 정전 사태는 통제

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지를 보여 준다. 각 사건은 널리 퍼져 더 큰 규모로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만든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크게 보면 통제를 추구하

는 인간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 문명화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심지어 인

간의 본성을 통제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통제라는 전

제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뉴욕 정전 사태에서 본 공포처럼, 통제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혼란은 너무 

쉽게 시작될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혼란의 근본 원인은 복잡성이

다. 질서를 혼란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잡성이다.

역사를 통해 보면 겉보기에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생각

은 사실 언제든 빠르게 혼돈으로 변할 수 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

인간이 환경과 자기 본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뉴

욕 정전 사태처럼 어떤 사건은 통제할 수 없이 혼돈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A)에는 ‘통제 가능한’에 해당하는 ‘controllable’

이, (B)에는 ‘혼돈’에 해당하는 ‘chao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3 정답  ③

해석

사람들이 노인들은 잘 듣지 못하고 의존적이며 인지적으로 무능하다

는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면, 그들은 종종 이러한 전제 하에 대화 방

식을 바꾼다. 노인에 대해 미성숙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과 대

화할 때 무시하는 대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무시하는 대화의 

특징은 과하게 단순한 문법이나 짧은 문장이다. 게다가, 무시하는 형

태의 의사소통은 보통 강도보다 더 큰소리로 말하고, 과장된 운율과 

비언어적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 형태는 대

화를 힘들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자의 무시하는 의사소통 방식

은 노년층과의 상호작용을 불필요하게 제약한다. 이는 화자와 청자 

모두 다음번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로 이

어진다.

노인에 대해 성급하게 가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화 방식을 

단순화하는 것이 노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믿지만, 지

나친 조정은 때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설

보통 노인의 청력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편견 때문에 그들과 대

화할 때 무시하는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A)에는 ‘단순화하는 것’에 해당하는 ‘simplifying’이 들어가고, (B)에는 

‘역효과를 낳는’에 해당하는 ‘counterproducti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정답  ⑤

해석

가장 번영하는 사회가 가장 많은 고형 폐기물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

어, 미국인들은 하루에 1인당 4파운드 조금 더 되는 쓰레기를 내놓는

데, 그 중 1파운드가 재활용된다. 스페인 사람들은 하루에 1인당 2파운

드의 쓰레기를 내놓고, 약 1/2파운드의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세네갈 

같은 더 가난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고 가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한다. 개발

도상국의 도시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 종종 시립 쓰레

기장 주변에 모여 재활용을 많이 한다. 에콰도르의 시골 작은 가게에서 

탄산음료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음료가 가득 찬 병과 교환할 

수 있는 빈 병을 내놓아야 했다. 시골 지역에서는 상점 주인들이 여전

히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재활용 범위를 정량화하기가 어렵다.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한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작위로 재활

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재활용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지

장을 준다.

해설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률이 다르며, 개

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고 지역 사

람들이 관례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범위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A)에는 ‘풍요로운’

에 해당하는 ‘affluent’가, (B)에는 ‘지역 주민들’에 해당하는 ‘local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Resources 수능 영어: 요약문 완성 유형 예상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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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30쪽

5 정답  ⑤

해석

청각은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활동을 만드는데, 이는 외부에서 생성

되는 리듬, 즉 메트로놈이나 타인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우리의 행동

을 일치시키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외부 리듬을 의

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마음먹을 수 있지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의 리듬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리

듬에 일치시키는 것은 공유하는 감각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감각에 집중하고 있든 아니든 관계없다. 미국의 

교육자 Judith Becker에 따르면, 몸과 뇌는 음악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몸짓, 근육 작용, 호흡, 그리고 뇌파까지 일치시킨다. 청각의 생리 기

능은 우리를 더 큰 환경과 연결시키고, 다른 행위자와 세계를 공유하

고, 그들과 우리의 행동 간 강약을 맞추는 능력을 드러내게 한다. 음

악은 우리가 맺는 이러한 관계 양상들을 세상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

써,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공유하는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의 청각적인 능력은 리듬을 통해 우

리를 타인과의 상호 경험과 더 큰 환경에 연결시킨다.

해설

인간의 청각 능력은 외부에서 생성된 리듬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켜 

타인과의 교감 및 공유를 촉진시키고 더 큰 환경과 연결을 돕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A)에는 ‘청각의’에 해당하는 ‘auditory’가, (B)

에는 ‘상호적인’에 해당하는 ‘mutua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6 정답  ②

해석

큰 분노는 슬픔의 단계와 비슷한 단계를 가진다고 보면 유용한데, 이 

단계는 부정과 충격,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 협상, 그리고 마지막

으로 수용이다. 분노의 부정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당신은 고객

들이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또는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라

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아마도 감정 파도의 시작일 것

이다. 고객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당신은 잠재적

인 큰 화산 폭발의 시작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단계

에서 만약 당신이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 폭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고객님

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와 같이 말하며 

정서적으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데 그들을 참여시켜라. 만약 당신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정보를 보고 있다면, 고객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

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해라. 그들을 계속 참여시켜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고객이 분노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들을 문제의 해결 과정에 관여하게 해

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설

고객들의 분노가 초기 단계인 부정 단계일 때,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지지하여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A)에는 ‘초기의’에 해당하는 

‘initial’이, (B)에는 ‘공감하는’에 해당하는 ‘sympathetic’이 들어가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LEVEL 3 31쪽

7 정답  ④

해석

많은 역사학자들은 1980년대 중산층 여성들에게 모성의 개념은 교차

로(사회와 가정 양쪽에서) 가해지는 압박을 주는 모순되는 이상이라

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상충되는 문화적 부담’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는 그들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놓고, 가정 생산

과 가족 돌보는 일을 하는 조력의 원천으로서의 그들의 역할 수행을 

힘들게 했다. 게다가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새

로운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방문, 접대, 소비 결정의 사회적 요구

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일과 의무는 아이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결과, 성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

의 성취 요건과 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 

1980년대에 중산층 여성들에게 새롭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은 그들

을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했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그들이 아이들

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설

1980년대의 중산층 여성들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압박과 더불어 방

문, 접대, 소비 결정 등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는 부

담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에 소홀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A)와 (B)에는 각각 ‘social’과 

‘neglecting’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8 정답  ⑤

해석

일반적으로, 단어의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하는 사물이나 아이디어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어 ‘panda’는 포유류의 특정 종을 

지칭한다. 그 종은 명칭의 존재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때때로 

단어는 단어 자체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상

징하기도 한다. 색깔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가시광선 스펙트럼은 명

확한 물리적 구분 없이 연속적이다. 예를 들어, 광 스펙트럼에서 청색

과 녹색이 깔끔하게 나누어지는 실제 지점은 없다. 대신, 녹색과 청색

은 스펙트럼 안에서 서로 섞여 있다. 그러나 많은 언어 사용자들은 항

상 이 색깔 대조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본질적으로 ‘녹

색’과 ‘청색’의 더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대략적으로 구별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경계가 없는 광 스펙트럼의 일부분을 명확

히 말하려고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주로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 존재해 왔던 것들을 분류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은 다소 모호한 개념을 구

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해설

단어의 보편적인 기능은 기존에 있는 사물이나 아이디어에 명칭을 붙

이는 것이지만,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색의 범위와 같이 명

확히 구분될 수 없는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따라서 (A)에는 ‘분류하다’에 해당하는 ‘classify’가, 

(B)에는 ‘모호한’에 해당하는 ‘ambiguous’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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