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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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경남 김해제일고등학교 수석교사 김새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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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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합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

한 선생님의 연구 노력을 매거진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우수한 수업은 작품입

니다.  「magazine Y클라우드」에 소중히 기록하고 많은 선생님과 나누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진로 수행평가

#Jobstagram 
 아직 적성조차 찾지 못한 학생이 ‘나의 꿈 발표하기’ 과제

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어른의 시각에서 꿈을 빨리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진로 수행평가는 학생이 꿈을 찾았는지, 혹은 아직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실히 참여하면 좋

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Jobstagram’ 활

동은 이러한 신념을 담아 기획했다. 누구나 성실하게 참여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진로 수행평가, ‘Jobstagram’으

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탐색을 이끌어 보자.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단어 활동

영어	오목	게임

영어 오목 게임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오목판

이다. 전 차시에 배운 단어로 오목판을 만들어 넉넉히 출

력하면 활동 준비 끝! 영어 단어를 모두 암기하지 못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목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말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단어 복습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나 잘하지 못

하는 학생 구분 없이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

동! 영어 오목 게임으로 수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보자. 

우수한
수업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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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의사가 되어 공포증을 치료하는 활동

Let’s Treat Phobias!
단추 공포증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단추를 보면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 만일 여러

분이 의사라면 단추 공포증을 앓는 사람에게 어떤 치료법

을 제시하겠는가?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상황을 수업에 적

용시킨 활동이 바로 ‘Let’s Treat Phobias!’이다. 학생들

에게 단추 공포증, 거울 공포증, 소변 공포증 등 처음 들

어볼 만한 공포증을 소개한다. 의사가 되어 공포증을 치

료할 방법을 모둠별로 고민하고 발표하는 구성으로, 학생

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이끌 수 있다. 

단어 카드로

의문문	배우기

학생들이 문장 구조 속에서 문법적 논리를 깨우치게 할 

수는 없을까? 그저 문법 규칙을 보고 연습 문제를 반복하

여 푸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 이와 같은 고민 끝에 

나온 단어 카드를 이용한 수업 방안을 소개한다. 문법 규

칙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이 직접 단어 카드

를 옮겨 가며 문장 구조의 변화를 알려 준다. 그 다음, 학

생이 앞으로 나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 준 것처럼 문장 

구조를 바꿔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한다. 단어 카드를 이용

해서 문법적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보자. 

“활동 중심 수업 설계 시에는 학생들의 즐거움,

활동 준비·진행 용이성을 늘 함께 고려해요.”

전하영 선생님(서울 중계중학교)

우수작	코너는	선생님의	소중한	수업	사례를	기다립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일군	수업	사례가	한	교실에

서	끝나지	않고,	교육	현장으로	퍼져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

로	학교명과	선생님	성함을	보내	주시면,	원고	집필에	대

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작 코너 원고 집필 문의: rorykim@yb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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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영 선생님(서울 중계중학교)

#Jobstagram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만점	받을	수	있는	진로	수행평가

필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묻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다. 뚜렷한 꿈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은 아직 적성조차 찾지 못한 학생에게 꿈을 빨리 가져야 한

다고 강요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진로 관련 수행평가를 

진행한다. 이때 대부분의 활동 주제는 ‘나의 꿈 발표하기’, ‘교과와 관련한 꿈 조

사하기’, ‘직업 명함 만들기’ 등 비슷한 범주이다. 막연하게라도 꿈이 있으면 다

행이지만, 꿈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체화하여 점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또, 학생들이 

교과 학습에 쫓기는 와중에 진로 관련 수행평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Jobstagram’ 활동은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든 진로 관련 수행평가로,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착안했다. 인스타그램은 관심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와 연관 있는 말을 해시태그(#) 기호와 함께 적어 올리는 서비스이

다. 마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듯이 관심 있는 직업을 골라 그림

으로 표현하고, 해시태그(#) 기호와 함께 관련된 말을 영어로 

적는 활동이다. 활동 목적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직

업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데 있다. 1차시 안에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게 만들었으며, 특히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성실하게 참여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활동 결과물

첫 번째 우수작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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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tagram’ 수행평가를 공지했을 때 학생들 반응은 여느 때와 달랐다. 말하기나 쓰기 

수행평가를 안내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일쑤인데 이 평가는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근심 어린 표정을 짓지 않았다. “단어는 집에서 써 와도 되나요?”, “그림

을 못 그리는데 대고 그려도 되나요?” 등 질문을 할 뿐 이 활동을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

하지 않았다. 이 평가가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활동 중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성실한 학생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평소 영어

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도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닌 보고 쓸 수 있다는 데서 만점 가능성을 확

인하고 열심히 참여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온 학생은 컴퓨터로 사전을 이용하는 줄에서 시

간을 다 보내는 바람에 미완성 작품을 제출하기도 했다. 

08    09

1  각자 관심 있는 직업 세 가지를 고른다.

2   ‘Jobstagram’ 칸에 그 직업을 나타내는 인물이나 물건 등을 그린다. 

3   각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10개 이상 찾아 해시태그(#)를 붙여 적는다.  

각 말은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직업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활동 시간에 사전을 가지고 와서 참고할 수 있다. 

 2)  활동 시간 동안 교실 컴퓨터로 사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많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미리 

직업을 고르고 관련 말은 찾아와야 한다.

채점 기준

A
•세	그림	모두	채색까지	완료했으며	완성도가	있음.

•세	직업의	특성을	담은	말을	각	10개	이상	작성함.

B
•두	그림의	채색까지	완료했으며	완성도가	있음.

•두	직업의	특성을	담은	말을	각	10개	이상	작성함.

C •한	직업	이하에	대한	그림과	말을	완성함.

Jobstagram

#Santa Claus #Christmas 

#presents #busy #work at night 

#judge #good kids #red #rudolph 

#sleigh #chimney #not a thief

 e.g. 

1. 그리기 활동을 할 때는 얼마나 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자.

  학생들에게 그림을 ‘잘’ 그릴 필요 없고 ‘성실하게’ 그리면 된다고 공지했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림의 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예를 들어, 관심 직업으로 ‘streamer(인터넷 방송인)’를 적고 유튜브 사이트

의 아이콘만 그려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

다. ‘사물로 직업을 묘사할 경우에는 사물 세 개 이상을 그려야 한다.’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두면 좋다. 

2. 직업과 연관 있는 말은 서로 성격이 달라야 함을 안내하자. 

  각 직업별로 직업과 연관 있는 말을 10개 이상씩 적으라고 했더니 성격이 같은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

었다. 예를 들어, ‘painter(화가)’를 관심 직업으로 하고 관련 말로 ‘#red #yellow #purple #black #blue’를 

적은 것이다. 이 또한 같은 성격의 단어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주의시켜야 한다. 

활동 꿀팁

활동 방법

수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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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Jobstagram Jobstagram Jobstagram

Jobstagram Jobstagram Jobstagram

#school  #student  #teach  
#education  #coach  
#lecture  #explain  #class  
#learn  #subject

#professor  #chalk  
#university  #doctorate  
#education  #award  
#research  #pupil  #serious  
#rational  #knowledge  
#guest  #truth

#mike  #album  #debut  
#fan  #popular  #sing  
#music  #song  #voice  
#stage

#chemistry researcher  
#experiment  #report  
#journal  #teamwork  
#science  #accuracy  
#calculation  #analysis  
#intelligence

#chef hat  #cooking  
#groceries  #recipe  
#food  #menu  #delicious  
#restaurant 
#cooking utensils  
#a license to be a cook  

#librarian  #book  #shelf  
#desk  #science  #language 
#check out  #due date  
#late fee  #concentration  
#relaxation  #diversity  
#assistance

> Jobstagram <

Class:    Number:    Name: 강

> Jobsta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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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매거진201909월-중등-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11 19. 8. 20.   오전 9:24



전하영 선생님(서울 중계중학교)

5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단어	활동

영어 오목 게임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하다. 이 게임에는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전 차시에 배운 단어를 게임 형

태로 복습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짝과 

진행하는 활동으로 긴박하지 않은 경쟁을 할 수 있다. 셋째, 게임을 

하려면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를 복습할 수 있다. 넷째, 선생님이 활동과 학습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영어 오목 게임은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한 차시에 두 판도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직접 영어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할 일이 적은데, 이 활동은 자기 목소리로 단

어를 읽어야 오목판에 바둑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영어 단어를 여러 번 

읽게 만든다. 만일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

했다 하더라도, 전 차시에 배운 단어 목록

을 보고 읽어도 되므로 어느 학생도 활동 

참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목판에 같

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

을 하고 나면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외

워진다. 

영어	오목	게임

활동 준비 사항

1   오목판은 영어 단어가 적힌 판과 우리말 뜻이 적힌 판을 준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모두 말해 볼 수 있다.

2   오목판의 칸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준비한다. 칸 수가 너무 

적으면 오목을 잘하는 학생들은 가장자리에서 서로 부딪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게임이 끝날 수 있다.

3   바둑돌은 반드시 오목판의 선 교차점이 아닌 단어가 쓰여 있

는 칸 안에 그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두 번째 우수작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매거진201909월-중등-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12 19. 8. 20.   오전 9:24



12    13

필자는 항상 사소하게라도 게임 보상을 준비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작은 사탕을 준비

했고, 최근에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장을 찍어 주고, 도장 5개를 모

으면 간식으로 바꿔 준다. 학생들은 이런 사소한 게임으로 간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영어 오목 게임 역시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오목 규칙을 잘 몰라서 허무하게 지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오목을 좋아하거

나 잘 알려 주는 짝과 함께 하면, 오목판 앞뒷면을 다하고도 승부를 가르지 못해 활동

지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1. 활동 전에 게임 규칙을 분명하게 설명하자.

  영어 단어 복습이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이다. 학생들이 무조건 바둑돌만 그려 넣으면 오목 게임으로 끝날 수 

있다. 전 차시 학습 자료를 참고해서라도 영어 단어나 우리말 뜻을 소리 내어 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자.

2. 오목판 활동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자. 

  학생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목 게임을 끝낸다. 또 놀이에 재미가 붙으면 계속 새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오목판 활동지를 넉넉히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복습할 기회를 더 많이 주자. 

3. 활동 시간 동안 교실을 돌아다니자.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오목 규칙을 잘 모르는 학생은 없는지,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말해야 한

다는 규칙은 무시한 채 오목 게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활동 꿀팁

활동 방법

수업 후기

1  짝과 서로 다른 색의 펜을 준비하고 순서를 정한다.

2   짝별로 오목판을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이때 한 면은 영어 단어가 쓰인 오목판, 다른 면은 우리말 뜻이  

쓰인 오목판으로 구성하여 주면 좋다. 

3   10분 동안 번갈아가며 짝과 오목판 칸에 바둑돌을 그려 넣어서 자기 돌 다섯 개가 한 줄이 되게 만들면 이긴다.

 1) 바둑돌을 그리고 싶은 칸을 고른다.

1-1) 영어 단어가 쓰인 오목판은 그 단어에 알맞은 우리말 뜻을 말한다. 

1-2) 우리말 뜻이 쓰인 오목판은 그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말한다.

 2)  올바르게 말한 경우, 칸 안에 바둑돌을 그린다. 만약 알맞은 우리말 뜻이나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경우,  

전 차시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말해야 한다. 

매거진201909월-중등-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13 19. 8. 20.   오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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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우리말 뜻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소리 내어 말하고 그 칸 안에 바둑돌을 그리세요.

> Let’s Play Omok ➊ <

~에 거슬러 축하
(물의)

흐름, 해류
마침내 초점, 중심 건강 구멍

점프; 

점프하다
(알을) 낳다

뛰다, 

뛰어오르다

그물
어쩌면, 

아마
생명; 삶 대양, 바다 앵무새 연어 강력하게

경주; 

달리다
안전하게 펭귄

비결, 비밀 빨리 가다 짚
경이(로운 

것)

(코끼리의) 

코
믿다 도중에 폭포 약한 고래

늑대 놀라운
마침내, 

결국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제때 

도착하다; 

해내다

생명; 삶 방학
운동회, 

체육 대회

튀어 

오르다

전력을 

다하여, 

힘껏

수백만의
어쩌면, 

아마
그물 대양, 바다 펭귄 앵무새 강력하게

경주; 

달리다
안전하게 연어

축하
경이(로운 

것)

마침내, 

결국
앵무새 건강 수백만의 도중에

운동회, 

체육 대회

튀어 

오르다

점프; 

점프하다

~에 거슬러 늑대
(물의) 

흐름, 해류
마침내 초점, 중심

제때 

도착하다; 

해내다

구멍

전력을 

다하여, 

힘껏

(알을) 낳다
뛰다, 

뛰어오르다

연어
어쩌면, 

아마
그물 대양, 바다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펭귄 강력하게

경주; 

달리다
안전하게 생명; 삶

비결, 비밀 빨리 가다 짚 놀라운
(코끼리의) 

코

마침내, 

결국
방학 폭포 약한 고래

늑대
경이(로운 

것)
믿다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제때 

도착하다; 

해내다

수백만의 도중에
운동회, 

체육 대회
튀어 오르다

전력을

 다하여, 

힘껏

•YBM 중1 영어(박준언) 6과 어휘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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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영어 단어에 알맞은 우리말 뜻을 소리 내어 말하고 그 칸 안에 바둑돌을 그리세요.

> Let’s Play Omok ➋ <

at last
before 

long
make it sports day spring up whale straw surprising trunk trust

powerfully race safely weak net ocean parrot secret salmon safely

finally focus trust vacation waterfall penguin wonder at last
before 

long
speed

race safely parrot penguin powerfully net
on one’s 

way
hole jump lay

with all 

one’s 

might 

wolf wonder at last health
before 

long
make it millions of wolf wonder

millions of
on one’s 

way
congratulation spring up salmon leap ocean sports day hole

with all 

one’s 

might 

wolf secret speed straw surprising ocean life maybe net life

against congratulation current finally weak whale focus health spring up salmon

trunk against sports day current maybe make it millions of
on one’s 

way
life maybe

jump lay leap vacation waterfall parrot penguin powerfully race safely

•YBM 중1 영어(박준언) 6과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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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영 선생님(서울 중계중학교)

Let’s	Treat	Phobias!
의사가	되어	공포증을	치료하는	활동

필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제안하기’, ‘조언하기’ 표현을 유의미한 활동

으로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서 “Why don’t you ~?”, “How about ~?”, 

“What about ~?”, “You should ~.” 등의 표현을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상황을 설정하여 ‘Let’s Treat Phobias!’ 활동을 기획했다.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감기에 걸렸어.”와 같

은 단순한 상황 설정에는 틀에 박힌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를 벗어남과 

동시에 창의적인 답을 이끌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찾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공포증

(phobia)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학생들은 공포증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교과서처럼 정답이 있는 상황

도 아니다 보니, ‘정말 이런 공포증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고, 자연스

럽게 모둠별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했다. 필자의 수업에서 ‘phobia’라는 단어도 모르는 학

생이 많았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최대한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했다. “What is 

a phobia?”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못해서 “A phobia is a strong 

fear of something.”이라고 답하며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

다. 학생들이 이렇게 단어를 알지 못해도 몸짓과 함께 알려 주었

더니 쉽게 이해했다. 공포증을 치료하는 방안을 토의하면서 학

생들이 새로운 단어 학습의 필요성도 느끼고 ‘제안하기’, ‘조언

하기’ 같은 표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1   학생들이 처음 들어 볼 만한 공포증을 찾는다. 

2   각 공포증을 간단하게 알려 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 자

료를 준비한다. 복잡한 글보다는 공포증 이름과 관련

된 이미지만 보여 주는 게 좋다. 학생들이 이름과 이미

지를 보고 어떤 공포증인지 추측하게 만들면 훨씬 재

미있다. 

3  모둠별로 나누어 줄 B4용지와 유성 매직펜을 준비한다.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세 번째 우수작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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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학생들에게 영어 표현을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반복하여 말

하게 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수업한다. 그러나 이번 수업 활동은 목표 표

현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보다 유의미한 문제 해결 방식에 더 초점을 두어 기획했

다. 기계적인 연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발화를 이끌기 때문에 말하는 횟수가 적더

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의 발표를 경청하며 듣기 연습도 덤으

로 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할 때는 특히 학생들이 독특한 단어를 많이 질문하므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1. 각 공포증 단어의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공포증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단어 철자나 발음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공포증 단어는 간단히 소개하

고, 그 공포증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거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거울 속 세상이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낀다거나 소변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화장

실을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마시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등의 사례를 나누면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진다. 

2. 수업 시간 동안 교실 컴퓨터에 사전 사이트를 띄어 놓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자. 

  학생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영어 단어나 표현을 검색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 선생님은 학생

들이 질문할 수 있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활동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활동 꿀팁

활동 방법

수업 후기

[ 표현 배우기  단계]

학생들에게 “Why don’t you ~?”, “How about ~?” 등의 ‘제안하기’, ‘조언하기’ 표현을 설명한다. 

[ 치료법 정하기  단계 ]

1   활동 설명 없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여러 공포증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주의를 끈다. 학생들과 공포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나눈다. 

  e.g.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는 단추 공포증이 있었다. 

2   학생들은 모둠별로 앉는다. 각 모둠은 활동지를 한 장씩 받고 공포증을 한 가지씩 고른다. 

3   모둠별로 의사가 되어 선택한 공포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안내한다.

 1)  치료법은 최소 다섯 단계로 구성하거나 서로 다른 치료 방안 

다섯 가지로 정해야 한다.

 2)  치료법을 적을 때는 앞서 배운 ‘제안하기’, ‘조언하기’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각 모둠은 20분 동안 치료법을 생각하여 B4용지에 적는다. 

[ 발표하기  단계 ]

1   각 모둠은 발표자를 한 명씩 고르고, 번갈아가며 발표한다. 

2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법을 발표한 모둠에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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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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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eisoptrophobia

a phobia of mirrors

lachanophobia omphalophobia

a phobia of vegetables a phobia of belly buttons

urophobia koumpounophobia

a phobia of urine a phobia of buttons

[ 모둠 활동 방법]

1. 다음 공포증을 읽고 한 가지를 골라 봅시다.

2.  이 공포증을 앓는 환자는 어떤 불편함을 겪을지 

추측해 봅시다.

3.  여러분이 의사라면 이 공포증을 앓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을 주면 좋을지 논의하여 정리해 봅

시다.

*  치료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거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방법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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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을 가르칠 때 이론만 설명하면 주입식 교육이 되기 쉽다. 이는 의

문문 구조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반복 연습으로 의

문문 어순을 외울 수 있지만, 왜 그런 구조로 구성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적 논리를 깨우쳐 가면서 의문문을 배

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문법 수업 시 학습지와 이론이 적힌 파워포인트 자료만을 

이용하면 강의식 수업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만지고 통

제할 수 있는 교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래서 ‘단어 카드’라는 것을 고안했고, 학생들도 이 방법

을 훨씬 선호했다. 

이 활동은 영어 문장을 ‘평서문 →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과 그 안

에 숨어 있는 문법적 논리를 알려 주고자 기획했다. 본 활

동은 ‘be’동사와 일반동사로 의문문을 만드는 법을 배운 

다음 진행했다. 

전하영 선생님(서울 중계중학교)

단어	카드로

의문문	배우기

[단어 카드 만들기 단계]

1  다음 품사에 맞는 단어를 여러 개 골라 단어 카드를 만든다. 

2  단어 카드를 크게 출력하여 코팅한 다음, 칠판에 부착할 수 있게 뒷면에 자석을 붙인다. 

 1) 품사별로 서로 다른 색의 단어 카드를 만든다.

 2) 3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으로 만든다. 

 3) 일반동사와 명사 카드에 재미있는 단어를 넣어 만들면 좋다.

의문사 ‘s’‘be’동사 일반동사 do/does주어가 될 명사 목적어가 될 명사

네 번째 우수작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매거진201909월-중등-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20 19. 8. 20.   오전 9:24



학생들에게 직접 문장을 만들게 하면, 때로 의미상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He 

eats badminton.”과 같은 문장을 만드는데, 필자는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

미를 유지하려고 용인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은 재미를 발견했다. 선생님이 혼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있으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하

다 보면,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 열심히 보지 않는 경우도 생기므로 계속해서 함께 문장 구성 과정

을 볼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 이 활동으로 의문사 ‘who’가 주어를 대체하는 경우, 의문사 ‘why’처

럼 대체 없이 맨 앞에 추가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의문문 형태를 다루기에는 수업이 길어질 수 있

다. 따라서, 기본 원리만 이 활동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예시 문제로 소개할 것을 추천한다.  

수업 후기

20    21

1. 재미있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 카드를 많이 준비하자.

  학생들의 집중 유지와 흥미 유발을 위해 ‘cockroaches’와 같이 재미있는 단어 카드를 준비하면 좋다. 학생

들은 단어 카드 ‘bananas’를 제쳐 놓고 “I eat cockroaches.”와 같이 이상한 문장을 만든다. 보고 있는 학생

들도 흥미를 느끼고 좋아한다.

2. 문장 어순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자. 

  단어 카드로 실연할 때 다양한 예시를 들어 주면 좋다. 예를 들어 “You love me.” 문장의 경우, ‘you’, 

‘love’, ‘me’ 카드를 칠판에 붙이고, “너는 나를 사랑해?” 문장을 만들기 위해 ‘do’ 카드만 문장 앞에 둔다. 

일반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문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준다. 

활동 꿀팁

활동 방법

[실연하기 단계]

1  선생님이 ‘평서문’을 어떻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실연한다. 

2   활동 지원자를 받는다. 지원자는 교실 칠판에 카드를 붙이며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본다. 

 1) 카드를 자유롭게 골라 3형식 평서문을 만든다.

 2) 조동사 ‘do’를 이용하여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든다.

 3) 의문사를 이용하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든다.

3  선생님은 각 지원자가 문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올바르게 구성할 수 있게 유도한다.

2)  조동사 ‘do’를 문장 앞에 붙여, 의문문 “너는 
바나나를 먹니?”를 만든다. 

1) 평서문 “너는 바나나를 먹는다.”를 만든다.

4)  의문사 ‘what’을 문장 앞으로 이동시켜, 의문사
가 있는 의문문 “너는 무엇을 먹니?”를 만든다. 

3) 목적어 ‘a banana’를 ‘what’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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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교과서 연계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각 지문은 YBM 교과서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며, Level 1부터 3까지 수준별로 제시되어 학

급의 학습 수준에 맞게 활용 가능하다. 독해 활동이 끝난 다음, 퀴즈 대회, 포스터 만들기, 마인드맵 구성하기 등 연계 활동을 진

행해 보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교과서 연계 주제

Extra Reading 
Materials

바덴 해(the Wadden Sea)에서 즐기는 갯벌 하이킹 체험

•YBM 중2 영어(박준언) 6과 확장 리딩

연계 활동   갯벌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포스터 만들기 

조수로 인해 하루에 두 번 수면 위로 나타나는 바덴 해의 갯벌에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갯

벌 하이킹(mudflat hiking)’ 체험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세계의 갯벌 

분포 지역 지도를 함께 보며 갯벌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하게 한다. 모둠별로 모여 갯벌

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포스터로 만들게 한다. 이때 영어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포스터를 완성한 다음, 학급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 보자.

e.g. Mudflats act as a barrier to waves from eroding land in the interior.

 Mudflats are home to many kinds of species.

LEVEL 2

북극곰의 털은 흰색이 아니다?

연계 활동   Animal Quiz Time!

북극곰의 털이 왜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지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북극곰 사례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 동물 퀴즈 대회를 열어 보자. 동물 관련 흥미로운 사

실은 선생님이 찾기보다는 학생들이 모둠을 이루어 직접 조사하게 하자. 퀴즈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다음, 학급 수준의 동물 퀴즈 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e.g. Q: What are baby goats called? A: Kids.

 Q: Is a shark a fish or a mammal? A: A fish.

•YBM 중1 영어(박준언) 6과 확장 리딩

LEVEL 1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다

연계 활동   관심사와 직업으로 ‘Mind Map’ 만들기  

어린 시절부터 풍부했던 데니스 홍의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이 그가 유능한 로봇 과학

자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학생들에게 자신이 관

심 있는 일을 적게 하자. 각 관심사와 연관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짝과 이야기 

나눈 다음, 그 직업을 조사하여 영어로 마인드맵을 완성하게 한다. 몇몇 학생을 대표로  

뽑아 발표하게 하자. •YBM 중1 영어(송미정) 7과 확장 리딩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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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있는 주제의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각 지문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과 사회 흐

름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Level 1부터 3까지 수준별로 제시되어 학급의 학습 수준에 맞게 활용 가능하다. 독해 활동 후 마늘 

레몬차 제조법 개발하기, FOMO 증후군 극복 방안 만들기, 관련 영상 보고 번역하기 등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시의성 있는 주제

22     23

여러분은 FOMO 증후군에서 자유로운가?

연계 활동   FOMO 증후군 극복 방안 만들기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

표를 제시하는 글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므로 지문의 점검표를 이

용하여 자신이 FOMO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다. 지문을 읽은 다

음, 모둠별로 FOMO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한다. 

각 모둠마다 극복 방안을 세 가지씩 정하여 발표하게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학

급 규칙으로 세우고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LEVEL 2

감기에 대처하는 여러 나라의 민간요법 

연계 활동   마늘 레몬차 제조법 개발하기 

나라별 감기를 다스리는 민간요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페인은 마늘 레몬차

를 만들어 천연 치유 효과를 본다는 정보가 담겨 있다. 지문을 읽은 다음, 모둠별로 마

늘 레몬차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각한 방법을 보완하게 한

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거나, 마늘 혹은 레몬 대신 다른 재료를 넣는 등 각 모둠만의 

차를 개발하게 한다. 제조법을 검토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차를 만들어 

보자. 각 제조법을 영어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 보자. 

LEVEL 1

연계 활동   ‘하늘이 파란 이유’ 영상 보고 번역하기 

하늘은 왜 파란색으로 보이고, 가을의 하늘은 왜 더 파랗고 높게 보이는 

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하늘이 파란 이유’를 설명하

는 유튜브 영상을 자막 기능을 켜서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모둠별로 구간

을 나누어 영어 자막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을 하늘이 더 파랗고 높은 과학적인 이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wSg2zbjjnA

LEVEL 3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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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지훈: 북극곰이 사는 모든 장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뿐이네. 

② 고은: 그렇게 추운 장소에서 살아가려면 무언가 특별한 게 필요하겠다. 

③  보배: 북극곰의 피부 색깔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

④  태주: 북극곰의 털 색깔은 태양열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겠어. 

⑤  민희: 하지만 하얀 눈밭에서는 눈에 안 띄니 사냥을 쉽게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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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cold ····  snowy  ②  warm ····  frozen ③  cool ····  windy

④  happy ····  peaceful ⑤  alone ····  crowded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Here is an easy animal quiz for you: what is the color of 

polar bears? White? Sorry, but you are wrong! Polar bears look 

white, but their skin is actually black. Polar bears live in the 

Arctic, Canada, Alaska, Greenland, Russia, and Norway. Because 

these are the coldest places on Earth, polar bears need something 

special to survive. As you may know, darker colors absorb more heat than 

lighter ones. That is why polar bears have black skin under their thick fur. Their 

black skin collects the sun’s heat and helps them stay (A)  in the  

(B)  wilds. 

Oh, you meant their fur is white? I’m afraid you are wrong again. Polar 

bears’ fur is not white, but very clear. Their fur has no color so that the heat of 

the sun can easily go through the fur to their black skin. Then why do they look 

white? It’s because their fur reflects the strong sunlight. Of course it would be 

much warmer for polar bears to have black fur. But if their fur is black, other 

animals could easily find them when they hunt for their food. Their clear fur 

helps them blend in with their white snowy surroundings.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absorb 흡수하다     *blend 조화되다

교과서 연계 주제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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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① Where is the North Sea?

② How long is the belt of mudflats?

③ When did people begin mudflat hiking?

④ What do mudflat hikers do on the mud?

⑤ Why do mudflat hikers need an expert guide?

2 윗글을 읽고, 빈칸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세요. 

① the mudflats are getting smaller

② many sea creatures are in danger

③ the mudflats will be closed soon

④ mudflat hikers should be careful

⑤ people do not go hiking anymor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The North Sea is located between the United Kingdom, Denmark, Norway, Sweden, 

Germany, the Netherlands, Belgium, and France. At the southeastern edge of the North 

Sea, there is a belt of mudflats. The area is called the Wadden Sea. It usually remains 

underwater, but twice a day, the tide goes out, and the huge 15km mudflat appears. For 

many years, people fr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have walked on the 

mudflats to relax and have fun. This recreational activity is called ‘mudflat hiking.’

Mudflat hikers walk barefoot on the mud to feel the smooth texture of the mud 

beneath their feet. In addition, the Wadden sea has more than 10,000 species of sea 

plants and animals. As there are a variety of sea creatures left by the moving tides, 

observing those sea creatures makes the hike even more fun and exciting.

However, (A)  . 

The whole mudflat hiking activity can be difficult and 

tiresome. They may often slide, fall, get stuck, and 

feel like they are sinking into the mud. It can be also 

dangerous if the level of water unexpectedly rises. So 

an expert guide must come along and lead the hikers 

in the mudflats.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tide 조수(밀물과 썰물)

교과서 연계 주제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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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Resources Reading Plus 교과서 연계 주제

1 윗글을 읽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The Future of Robot Science

② How a Blind Man Can Drive a Car

③ Different Ways to Find a Perfect Job 

④ Dangerous Technology of the World

⑤ A Curious Boy Became a Robot Scientist

2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Chris: The blind man must be happy to drive on his own.   

② Nuri: Right. The miracle could happen because of technology.   

③ Ben: I think Dr. Hong is very lucky to have supportive parents.  

④ Zoe: Dr. Hong has focused on nothing but only robots. 

⑤ Paul: I should think about my interests to find my future job.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 blind man with a cane walked slowly to a car. He 

sat in the driver’s seat and started the car, feeling nervous. 

After driving the car at 45km/h and avoiding all of the 

obstacles on the road, he finally got off the car and began 

crying over his success. This special car for blind people was created by a Korean 

scientist, Dr. Dennis Hong, who is one of the greatest robot scientists in the world. 

Dr. Hong was born in America, but spent his childhood in Korea. As a curious 

kid, he took apart a new TV the very next day when his parents bought it. He even 

got reported to the police for flying a wireless airplane without a permit and starting 

a big fire in his apartment building. Fortunately, his parents didn’t blame him, but 

rather supported his curiosity. Besides making robots, he also likes cooking and magic, 

and enjoys both activities on a professional level. He said his various experiences give 

him interesting ideas for new robots. With his 

curiosity and interest, Dr. Hong enjoys his work 

and is successful in his field.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do you 

like to do? Think about these questions to find a 

perfect future job for you.

listen to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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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를 읽고,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지선: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워. 

② 태훈: 음식 재료를 이용해서 감기를 완화시킬 수 있대.

③ 다빈: 스페인에서 마시는 마늘 레몬차는 달콤할 것 같아. 

④ 은수: 계란은 천연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된대.

⑤ 지우: 러시아의 계란 우유는 목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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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늘 레몬차의 레몬은 감기 완화 효과는 없지만 차의 맛을 좋게 한다. T / F

2)  모로코에서는 마늘과 계란을 사용한 음식으로 감기를 치료한다. T / F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While the sun in the day is still hot, the weather gets cold in the morning and 

evening. It’s easy to catch a cold when seasons are changing. Do you rush to see a 

doctor and take medicine when you have a cold? Why don’t you try some of the 

following home remedies from around the world firs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use food ingredients to take care of cold symptoms. 

For example, garlic is used as a cold remedy in many countries because of its natural 

healing effect. In Spain, people put garlic, lemon tea, and honey together and drink 

the mixture. Lemon juice breaks up mucus, and 

honey helps fight infection and adds sweetness to 

the tea. In Morocco, people eat garlic omelets to ease 

cold symptoms. Eggs are also used as a cold remedy 

because they have lots of nutrients that give energy to 

fight colds. That is why Russian people also use eggs 

for a cold remedy. They don’t cook eggs, but mix egg 

yolk and honey with warm milk. The warm drink is 

good for soothing a sore throat.
*symptom 증상     *mucus 콧물

LEVEL 1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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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2 다음 대화를 읽고, FOMO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고르세요. 

① 진희: 나는 아예 주말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지내. 

② 선우: 나는 어떤 소식을 조금 늦게 듣는다고 불안하지 않아. 

③ 지원: 나는 SNS로 연예인의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④ 기찬: 유행이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할 생각이야. 

⑤ 주현: 나는 자신이 먹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게 이해가 안 돼.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Put your phone away at the dinner table.” You hear it, but you just can’t 

put the phone down. If you check your phone again and again so that you don’t 

miss new messages and posts on your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you may 

have 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Here are five common symptoms 

of FOMO syndrome. 

(1) I feel nervous when my friends start a new hobby or activity.

(2) I feel happy when I am the first one to share new information with others.

(3) I follow famous people or celebrities on SNS.

(4) I check my SNS even on weekends. 

(5) I upload photos of what I eat or do on SNS.

People with FOMO syndrome want to get more information faster than 

anyone else. They don’t want to miss a piece of information on everything they 

would do before they actually put it into action. When they want to buy a bag, 

watch a movie, or go on a trip, they obsessively search for better options. This 

social anxiety often makes them regret their decisions in the end when they 

find even better options later. So many experts say you should make your own 

decisions based on what you want in 

order to have a happier and healthier 

life.

listen to mp3

시의성 있는 주제

1 윗글을 읽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Proper Table Manners

② New Functions of SNS

③ How to Get New Information 

④ Do You Know FOMO Syndrome?

⑤ How to Live a Happy and Healthy Life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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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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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hile ····  Since ②  when ····  After ③  since ····  While
④  before ····  However ⑤  where ····  As

2  윗글을 읽고, 가을 하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가을에는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색깔의 빛이 더 잘 보인다. 

② 하늘의 파란색과 보라색 중, 우리 눈은 파란색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③ 가을에는 태양이 하늘 높이 지나가면서 하늘이 더 높아 보이게 한다. 

④ 가을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 하늘을 더 파랗게 만든다. 

⑤ 단풍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물들면 하늘 색도 비슷해져 보인다.
listen to mp3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utumn with its cool breeze and colorful leaves has 

finally come! Another gem of the autumn season is the 

blue and clear sky. Why is the autumn sky extra blue? 

Light from the sun is made up of many colors. And those colors 

have different wavelengths. Red light has the longest wavelength 

(A)  violet and blue lights have the shortest. The Earth’s 

atmosphere has thick layers of gas and dust. When blue and violet lights 

pass through the atmosphere and hit the gas and the dust, they are scattered 

more than other colors because they travel as shorter and smaller waves. So 

blue and violet are seen more easily on the sky. Among blue and violet, we 

see the blue sky because our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than violet. 

In this particular season, the sun moves through a lower path. 

(B)  the sunlight is not right on your head, you can see more 

blue lights. Moreover, cool autumn air contains less moisture than summer 

air. Since there are fewer clouds, you can get a clear view of the blue sky. 

Colors on the land also make the autumn sky bluer. Blues and oranges are 

opposite colors. The red and orange leaves contrast to the blue sky and 

make it look even bluer.

*wavelength 파장     *atmosphere 대기     *scatter (빛을) 흩어지게 하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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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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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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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agazine Y클라우드」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른 학습 

전략과 기출문제를 제공한다. Vol.1(18년 9월호)에서는 ‘그림 정보 유형’을, Vol.3(19

년 3월호)에서는 ‘의도/목적 파악 유형’을 다루었다. 각 자료는 Y클라우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유형 분석 

2019년 제2회 시험 일정

[32쪽 듣기 평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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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쪽 Dictation 정답] 

1. fun, exciting, next, hungry, why, some

2. like, look, cute, sign, feed, buy

3. writing, articles, left, put, interview, visit

4. worried, exams, next, start, know, studying, cleaning, now

5. call, prize, practiced, tonight, getting, cake, buy, hour 

6. garage, forgot, today, towels, wait, parked, start, move, take 

중1 중2 중3

제2회 9월 17일(화) 9월 18일(수) 9월 19일(목)

기출문제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활동 방법!

학생들이 영어듣기 능력평가 문제를 직접 만들게 하자.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각 문제마다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을 짝 혹은 모둠으로 구성한 다음, 각자 같은 문제 유형을 출제하게 한다.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문제와 대본을 만들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음원을 제작하게 한다. 완성한 다음, 

서로 돌려가며 문제를 풀어 보게 한다. 다른 학생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듣기 능력평가를 치른 다음,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시험지를 채점만 하

고 넘어가면 점수만 기억에 남지만, 직접 문제 해설가가 되어 보면 문제의 내용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학생들을 짝 

혹은 모둠으로 구성한 다음, 분석할 기출문제를 나누어 주자. 문제의 출제 의도, 단어 정리, 구문 분석, 정답 근거 등

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발표하게 한다. 해설을 틀리게 하더라도 지적보다는 피드백을 주어 바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의도/목적 파악 
유형 자료

내가 바로 문제 출제자!활동	1

내가 바로 문제 해설가!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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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할 일 찾기
유형

이 유형은 대화 내용을 듣고 화자가 어떤 일을 할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먼저 지시문을 읽고 어떤 화자가 언제 할 행동인지를 알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일은 미래에 일어날 행동이므로 주로 미래 시제를 이용하여 

언급된다. 대화에서 두 명의 화자가 각자 할 일을 언급하는 유형은 지시문

에서 어떤 화자의 할 일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집중하

지 않을 경우, 묻는 대상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2 2019년 4월 기출문제]

① 음식 주문하기 ② 일정 확인하기 ③ 책상 청소하기 ④ 보고서 작성하기 ⑤ 친구에게 전화하기

W: Tom, you look so worried. What’s the matter?
M: Mom, my school exams will start soon.
W: They’re next week, aren’t they?
M: That’s right. They’ll start on Monday.
W: Oh, so soon! But I know you’ll do well.
M: Thanks. I should start studying now.
W: How about cleaning your desk first? 

 It’s so dirty.

M: Okay. I’ll clean it now.

W:	 Tom,	걱정스러워	보여.	무슨	일이야?
M:	 엄마,	학교	시험이	곧	시작돼요.	
W:	 다음	주지,	그렇지	않니?	
M:	 	맞아요.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W:	 오,	정말	금방이네!	하지만	네가	잘할	거란	걸	알아.
M:	 	고마워요.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W:	 책상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지저분하구나.
M:	 알겠어요.	책상	청소부터	할게요.	

▶   대화 직후에 할 일을 찾는 문제의 경우, 주로 대화의 끝 부분에 할 일이 나오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위 문제는 아들이 다음 주에 있을 학

교 시험에 대해 걱정하자 엄마가 격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화의 끝 부분에서는 엄마가 아들에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 청소를 먼저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아들도 “Okay. I’ll clean it now.(알겠어요. 책상 청소부터 할게요.)”라고 동의했으므로 정답은 ③ ‘책상 청소하기’이다.

할	일	찾기	유형	1A

W: Honey, aren’t we supposed to clean our garage 
 today?
M: Oh, I forgot all about it.
W: You told me we could clean it today.  
 Let’s do it now. I’ve already prepared the 
 brushes and towels for cleaning.
M: Sure. Oh, wait! The car is in the garage. I parked 
 it there after returning from the store.
W:  Then, we can’t start until the car is moved  
 outside.
M: Don’t worry. I’ll move it now.

W:  Okay. Then, I’ll take the cleaning items to the

  garage.

W:	 여보,	우리	오늘	차고를	청소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M:	 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W:	 	당신이	오늘	청소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지금	청소해요.	청소를	위한	빗자루와	수건을	준비해
	 두었어요.
M:	 물론이죠.	오,	잠깐만요!	차가	차고	안에	있어요.	
	 내가	가게에서	돌아온	후	차를	차고에	주차해	두었네요.	
W:	 그러면	차를	밖으로	빼기	전에는	우리가	시작할	
	 수	없겠군요.	
M:	 걱정	말아요.	내가	지금	옮길게요.	
W: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차고로	청소용품을	
	 가져갈게요.

▶   특정 화자가 할 일을 찾는 문제의 경우, 지시문에서 지목한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위 문제의 지시문에서는 ‘여자’가 할 일을 묻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차고 청소에 관해 대화하고 있는데, 남자는 “I’ll move it now.(내가 지금 옮길게요.)”라며 차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고, 여자는 “Then, I’ll take the 

cleaning items to the garage.(그러면 나는 차고로 청소용품을 가져갈게요.)”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자가 할 일은 ④ ‘청소용품 가져가기’이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중3 2019년 4월 기출문제]

① 자동차 고치기

④ 청소용품 가져가기

② 식료품 구입하기

⑤ 자동차 주차하기 

③ 자동차 청소하기

할	일	찾기	유형	2	 B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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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할 일 찾기’															 학년				 반				이름:	

1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기념품 사러 가기 ② 범퍼카 타러 가기 ③ 퍼레이드 구경하기 ④ 핫도그 먹으러 가기 ⑤ 안내데스크 방문하기

2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길 안내하기 ② 방 청소하기 ③ 먹이 구입하기 ④ 동물 사진 찍기 ⑤ 체험 보고서 쓰기

3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안내문 만들기 ② 교무실 방문하기 ③ 자료 복사하기 ④ 우산 찾아보기 ⑤ 전시회 관람하기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음식 주문하기 ② 일정 확인하기 ③ 책상 청소하기 ④ 보고서 작성하기 ⑤ 친구에게 전화하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노래 부르기 ② 엄마에게 전화하기 ③ 꽃 구입하기 ④ 집 청소하기 ⑤ 케이크 만들기

6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자동차 고치기 ② 식료품 구입하기 ③ 자동차 청소하기 ④ 청소용품 가져가기 ⑤ 자동차 주차하기

*출처: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2018년 9월 / 2019년 4월 기출문제

기출문제 음원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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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Wow! The bumper cars were really 

  .

 W: Yeah. It was so .

 M: Where do you want to go ?

 W: Well... I feel a little  now.

 M: Oh, I see. Then  don’t we have 

  some hotdogs?  

 W: Sounds good. Let’s go get .

2 M: Mom, I   this zoo! 

 W: Me, too. Tom,  at those little 

  rabbits.

 M: Oh, they’re so . Can I give 

  them some food?  

 W: Let me see. [Pause] Oh, look! There’s a

  .

 M: It says we can  them.

 W: Great! I’ll  some food for the  

  rabbits now.

3 M: We’ve almost finished  our 

    school newspaper. 

 W: Yeah. Most  are done.

 M: We have just one page  to write.

 W: What would be good for that page?

 M: Why don’t we  in an interview? 

 W: That’s a good idea. Who should we 

   ?

 M: How about our new art teacher?

 W: That sounds good. Then I’ll go and 

   the teachers’ office now. 

4 W: Tom, you look so . What’s 

   the matter?

 M: Mom, my school  will start soon.

 W: They’re  week, aren’t they?

 M: That’s right. They’ll  on Monday. 

 W: Oh, so soon! But I  you’ll do well.

 M: Thanks. I should start  now.

 W: How about  your desk first? 

   It’s so dirty.

 M: Okay. I’ll clean it . 

5 W: Hey, Ryan. I got a phone  

  from Mom. She said she won first 

   in the singing contest.

 M: Wow! She finally did it. She  

  so hard day and night.

 W: I know. Why don’t we have a surprise 

   party for her ?

 M: Sounds good. Do you have any ideas?

 W: How about  her a cake and 

  flowers now?

 M: Sure. Let me get the . 

 W: Then, I’ll  the flowers.

 M: Great. See you at home in an

  .

6 W: Honey, aren’t we supposed to clean our 

   today?

 M: Oh, I  all about it.

 W: You told me we could clean it .  

  Let’s do it now. I’ve already prepared the 

   brushes and  for cleaning.

 M: Sure. Oh, ! The car is in the 

  garage. I  it there after  

  returning from the store.

 W: Then, we can’t  until the car  

  is moved outside.

 M: Don’t worry. I’ll  it now. 

 W : Okay. Then, I’ll  the cleaning 

  items to the garage.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 기출문제 ‘Dictation’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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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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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Q1.	Yes.	/	리드	보컬	Dan	Reynolds,	기타리스트	Wayne	Sermon,	베이시스트	Ben	McKee,	드러머	Daniel	Platzman이	한	팀을	이룬	록	밴드이다.	
Q2.	No.	/	Dan	Reynolds는	2008년	Imagine	Dragons가	결성되었을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이다.	

Q1. Imagine Dragon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록 밴드이다. Yes. / No.

Q2. 리드 보컬 Dan Reynolds는 활동 중간에 합류한 멤버이다.  Yes. / No.

Video

by
Imagine Dragons

Walking 

Trend 
    Fun

Pop Song

th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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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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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급(A ~ –er than B):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의 정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We’re gonna be higher.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형태 		 A ~ –er than B 

뜻 	 	 A가 B보다 더 ~ 하다 

[Worksheet A 정답]

same,	line,	give,	what,	what,	storm,	down,	step,	wind,	way,	higher,	walk,	cry,	price	

[Worksheet B 정답]

feel,	walk,	turn,	take,	take,	against,	afraid,	leap,	hair,	rush,	up,	away,	fade,	pay	

1.  (small)

2.  (slow)

3.  (tall)

4.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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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Mark 

Tina

Ted
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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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feel the same when I’m away from you?
내가 네 곁에 없을 때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이니?

Do you know the line that I’d walk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걷겠다는 그 줄을 너는 알고 있니?

We could turn around, or we could give it up.
우리는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포기할 수도 있어.

But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오든지 견뎌 낼 거야. 

Oh, the storm is raging against us now.
오, 폭풍이 지금 우리를 향해 맹렬히 다가오고 있어. 

If you’re afraid of falling, then don’t look down.
떨어지는 게 무섭다면, 아래를 보지 마. 

But we took the step, oh, we took the leap.
하지만 우리는 걸음을 내딛었고, 도약했지.

And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오든지 견뎌 낼 거야. 

Feel the wind in your hair.
네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을 느껴 봐.

Feel the rush way up here.
여기까지 달려 온 기분을 느껴 봐. 

We’re walking the wire, love. (×2)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내 사랑. (×2) 

We’re gonna be higher, up.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We’re walking the wire, wire, wire.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There’s nights we had to just walk away.
우리가 지나쳤던 날들이 있어.

And there’s tears we’ll cry, but those tears will fade.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금세 마를 거야.

It’s the price we pay when it comes to love.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지. 

And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오든지 견뎌 낼 거야. 

Feel the wind in your hair.
네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을 느껴 봐.

Feel the rush way up here.
여기까지 달려 온 기분을 느껴 봐. 

We’re walking the wire, love. (×2)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내 사랑. (×2) 

We’re gonna be higher, up.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We’re walking the wire, wire, wire.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So look out down below.
그러니 아래를 내려 봐.

Look out down below. (×2)
아래를 내려 봐. (×2) 

Walking the wire, wire, wire.
줄 위를 걷고 있어.

So look out down below.
그러니 아래를 내려 봐. 

Oh, I’ll take your hand when thunder roars.
오, 천둥이 치면 네 손을 잡아 줄게.

And I’ll hold you close, I’ll stay the course.
그리고 너를 잡고, 끝까지 버틸 거야.

I promise you from up above
줄 위에서 네게 약속해.

that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love.
우리는 어떤 일이 오든지 견뎌 낼 거라는 걸 말이야, 내 사랑.

We’re walking the wire, love. (×2)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내 사랑. (×2)
We’re gonna be higher, up.

우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거야.

We’re walking the wire, wire, wire.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So look out down below.
그러니 아래를 내려 봐.

Look out down below. (×2)
아래를 내려 봐. (×2)

Walking the wire, wire, wire.
줄 위를 걷고 있어.

So look out down below.
그러니 아래를 내려 봐. 

We’re walking the wire. (×2)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2)

We’re walking the wire, wire, wire.
우리는 줄 위를 걷고 있어.

◎ ‘Walking the Wire’ 가사 및 해석

매거진201909월-중등-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39 19. 8. 20.   오전 9:25



Trend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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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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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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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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쪽

[1-2]   

해석

여기	쉬운	동물	퀴즈가	하나	있다.	북극곰은	무슨	색일까?	하얀

색이라고?	미안하지만	틀렸다!	북극곰은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피부는	사실	검은색이다.	북극곰은	북극,	캐나다,	알래

스카,	그린란드,	러시아,	노르웨이에	산다.	이	장소들은	지구에

서	가장	추운	곳이기	때문에,	북극곰이	생존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두운	색은	

밝은	색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한다.	이것이	북극곰이	두꺼운	

털	아래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북극곰의	검은	피

부는	태양의	열을	모아	얼어붙은	야생에서	그들이	따뜻하게	지

낼	수	있게	돕는다.

아,	그들의	털이	하얗다고	답한	것이었나?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은	또	틀렸다.	북극곰의	털은	하얀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하다.	

그들의	털에	색이	없어서	태양열이	털을	쉽게	통과하여	검은	피

부에	닿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흰색으로	보이는	것일

까?	이는	그들의	털이	강한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

극곰이	검은색	털을	가졌다면	훨씬	더	따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털이	검은색이라면,	사냥을	할	때	다른	동물들이	

그들을	너무	쉽게	찾을	것이다.	그들의	투명한	털은	북극곰이	

주변의	하얀	눈밭에	잘	어울릴	수	있게	돕는다.

정답 및 해설

1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북극곰의	털	색깔이	투명해서	태양열이	피부에	쉽게	닿을	

수	있다고	했다.	

2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②		

	 	북극곰의	검은	피부가	태양열을	모아서	그들이	추운	야생에

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이므로	(A)에는	

‘따뜻한’이라는	뜻의	‘warm’이,	(B)에는	‘얼어붙은’이라는	뜻

의	‘frozen’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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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

에,	그리고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다.	북해의	남동쪽	가장자리

에는	갯벌	지대가	있다.	이	지역은	바덴	해라고	불린다.	평소에

는	바닷물	아래에	있지만,	하루에	두	번,	조류가	빠지고,	15km

의	거대한	갯벌이	드러난다.	수년간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재미를	위해	이	갯벌을	거닐고	있다.	

이	오락	활동을	‘갯벌	하이킹’이라고	불린다.	

갯벌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발밑의	부

드러운	진흙	감촉을	느낀다.	또한	바덴	해에는	1만	종류	이상

의	바다	식물과	동물이	있다.	조류가	남기고	간	바다	생명체들

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바다	생명체를	관찰하는	것도	하이킹

에	재미를	더해	준다.	

그러나	갯벌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갯벌	하

이킹	활동은	전반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수	있다.	그들은	종종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발이	끼고	진흙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

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활동은	바닷물	수위가	예상치	못하

게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갯벌에서는	전문	가이드

가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 언급되지 않은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갯벌	하

이킹을	했다고	나오지만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③“사람들은	언제	갯벌	하이킹을	시작

했는가?”는	답할	수	없다.

	 	①	북해는	어디에	있는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벨기

에,	프랑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	

	 ②	갯벌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15km의	거대한	갯벌이	드러난다고	했다.	

	 	④	갯벌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진흙에서	무엇을	하는가?:

	 	 	맨발로	진흙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바다	생명체를	

관찰한다고	했다.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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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갯벌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은	왜	전문	가이드가	필

요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갯벌	하이킹	도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바닷물의	수위

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2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④

	 	빈칸	앞부분에서	갯벌	하이킹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를	한	다음,	역접의	접속사	‘However’가	나왔다.	따라서	빈

칸에는	갯벌	하이킹의	부정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것이	흐름

상	알맞다.	빈칸	뒤에는	갯벌	하이킹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

으며,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고	갯벌에	빠질	수	있

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④	“갯벌	하이킹을	하는	사

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알맞다.

	 ①	갯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②	많은	바다	생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③	갯벌은	곧	폐장될	것이다

	 ⑤	사람들은	더	이상	하이킹을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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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를	든	시각	장애인이	천천히	자동차로	다가갔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긴장하며	차의	시동을	켰다.	시속	45km로	달

리며	길	위의	모든	장애물들을	피하고	난	뒤,	그는	마침내	차

에서	내려	운전	성공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	특별한	자동차는	한국인	과학자이며	세계

에서	가장	훌륭한	로봇	과학자	중	한	명인	데니스	홍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홍	박사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부모님이	TV를	사온	바로	다음	날	

새	TV를	분해해	버렸다.	그는	심지어	허가	없이	무선	비행기를	

날리고,	아파트에서	큰	불을	내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

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그를	탓하기보다	그의	호기심을	지지해	

주었다.	로봇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그는	요리와	마술을	좋아하

며	이	두	활동을	전문가	수준으로	즐기고	있다.	그는	다양한	경

험들이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준다고	

말한다.	홍	박사는	그의	이러한	호기심과	흥미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며	그의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흥미가	있는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	여러분이	가질	미래의	완벽한	직업을	찾기	위해	이	질문들

에	대해	생각해	봐라.	

정답 및 해설

1 제목 찾기 

	 | 정답 |	⑤

	 	로봇	과학자	데니스	홍의	유년	시절과	그가	자신의	전문	분

야에서	이루어	낸	성과를	알려주는	글이다.	따라서	적절한	

제목은	⑤	“호기심	많은	소년이	로봇	과학자가	되었다”이다.	

	 ①	로봇	과학의	미래

	 ②	시각	장애인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

	 ③	완벽한	직업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④	세계의	위험한	기술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데니스	홍은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마술과	요리도	

수준급	실력을	가졌다고	했으므로	④	“조:	홍	박사님은	오직	

로봇에만	집중했구나.”는	옳지	않다.	

	 	①	크리스:		그	시각	장애인은	스스로	운전을	해서	정말	행복

했을	거야.	

	 ②	누리:	맞아.	기술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③	벤:		나는	홍	박사님이	지지해	주는	부모님을	만나서	행운

이라고	생각해.

	 	⑤	폴:		나의	미래	직업을	찾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

해	생각을	좀	해	봐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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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동안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

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여러분은	감기

에	걸리면	병원으로	달려가	약을	먹는가?	다음에	나오는	세계	

각지의	민간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감기	증상을	다스리려고	음식	재료를	사

용한다.	예들	들어,	마늘은	천연	치유	효과	때문에	많은	나라에

서	감기	민간요법으로	사용된다.	스페인에서는	마늘과	레몬차,	

꿀을	함께	넣어	섞어서	마신다.	레몬주스는	콧물을	완화시키고	

꿀은	감염을	막고	차에	달콤함을	더한다.	모로코에서는	감기	증

상을	완화하려고	마늘	오믈렛을	먹는다.	또한	계란도	감기	민간

요법으로	사용되는데,	감기를	물리치는	힘을	주는	영양소를	많

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	사람들도	감기	

치료제로	계란을	사용한다.	그들은	계란을	요리하지	않고	노른

자와	꿀을	따뜻한	우유와	섞는다.	이	따뜻한	음료는	따가운	목

(인후염)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정답 및 해설

1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계란은	감기를	물리치는	힘을	주는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	천연	치유	효과가	있는	것은	마늘이다.	

2 T/F 고르기  

	 | 정답 |	1)	F			2)	T

	 	1)	레몬은	콧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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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휴대전화를	치우렴.”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지만	차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한다.	SNS에	올라온	새

로운	메시지와	게시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계속해

서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FOMO(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

지	않은	마음)	증후군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FOMO	증후

군의	흔한	다섯	가지	증상이다.	

	(1)	내	친구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면	불안하다.	

	(2)		내가	처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기분

이	좋다.	

	(3)	나는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우한다.	

	(4)	나는	나의	SNS를	주말에도	확인한다.	

	(5)	내가	먹은	음식이나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린다.	

FOMO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	또한	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

기	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단	하나도	놓

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방을	사거나	영화를	고르거나,	여행

을	가고	싶을	때,	그들은	강박적으로	더	나은	선택	사항이	있

는지	찾아본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은	결국에는	훨씬	더	좋

은	선택	사항을	나중에	찾아내며	그들의	선택을	종종	후회하

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

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 및 해설

1 제목 찾기 

	 | 정답 |	④

	 	FOMO	증후군의	뜻과	이	증후군의	증상을	설명하는	글이

다.	그러므로	알맞은	제목은	④	“여러분은	FOMO	증후군에	

대해	알고	있는가?”이다.	

	 ①	알맞은	식탁	예절

	 ②	SNS의	새로운	기능

	 ③	새로운	정보를	얻는	방법

	 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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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SNS로	연예인의	소식을	계속	확인한다는	것은	FOMO	증후

군의	증상	중	하나이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29쪽

[1-2]   

해석

시원한	바람과	알록달록한	단풍이	있는	가을이	드디어	왔다!	

가을의	또	다른	묘미는	파랗고	깨끗한	하늘이다.	왜	가을	하늘

이	더	푸른	걸까?

태양	빛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색들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	빨간색	빛은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보라색과	파란색	빛은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	지구의	대기권은	가스와	먼지의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

져	있다.	파란색과	보라색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여	그	가스와	

먼지에	부딪칠	때,	그	빛들은	다른	색보다	더	많이	흩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색들이	더	짧고	더	작은	파장으로	움직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	파란색과	보라색이	하늘에서	더	잘	보인다.	파란

색과	보라색	중에서,	우리의	눈은	파란색에	보다	예민하기	때

문에	파란	하늘로	보이는	것이다.	

특별히	이	계절에는	태양이	낮은	경로로	움직인다.	태양빛이	

머리	위에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	빛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차가운	가을	공기는	여름	공기보다	수분이	적

다.	구름의	양이	적기	때문에	파란	하늘을	깨끗하게	볼	수	있

다.	땅에	있는	색	또한	가을	하늘을	더	푸르게	만든다.	파란색

과	주황색은	반대색(보색)이다.	빨간색과	주황색	단풍은	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하늘을	더	파랗게	보이게	만든다.	

정답 및 해설

1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①

	 	(A)의	앞부분에서	빨간색	빛은	가장	긴	파장을	갖고	있고,	

(A)의	뒷부분에서	보라색과	파란색	빛은	가장	짧은	파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A)의	앞뒤	내용이	상반되므로	(A)에는	

역접의	의미인	‘while(반면에)’이	알맞다.

	 	(B)로	시작하는	문장은	“태양빛이	머리	위에	바로	있지	않

기	때문에,	파란	빛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므

로	빈칸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Since(~때문에)’가	알

맞다.	

2 올바른 내용 고르기

	 | 정답 |	②

	 	①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색의	빛이	더	잘	보인다.	

	 ③	가을에는	태양이	낮은	경로로	움직인다.

	 ④	가을에는	여름보다	공기	중에	수분이	적다.

	 	⑤		단풍잎은	하늘색과	보색이므로	하늘과	대비되어	하늘을	

더	파랗게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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