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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자’
없는 교실: 
‘팝송 훈밍글리쉬’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글  충북 현도정보고등학교 김진성 교사1)

1)   세계 언어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교사 

최초로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됨. 

필자는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며 주

말 아침을 맞이하고 팝송을 들으며 놀았던 기

억이 있다. 이 즐거운 ‘영어 노출’ 시간은 영어

에 친숙해질 기회를 주었고 장래 희망으로 영어 선생님

을 꿈꾸게 만들었다. 필자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만난 학생 중

에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 이른바 ‘영포자’들이었다. ‘영포자’들을 마주하고 고민

하면서 필자는 유년 시절 경험을 떠올렸다. 영어를 듣고 보는 

일이 즐거운 일상이었던 시절,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노출되는 영어 자체가 재미있는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그때부

터 필자는 팝송으로 학습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해 주며 놀

라운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낮았던 중

학생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공부에 재미를 붙여 유능한 회계

사가 되거나, 내신 9등급이던 ‘영포자’ 학생이 1등급으로 도약

하여 영어 선생님을 준비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 변화의 비결

은 단순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하게 유도

했던 것이다. 이 배경에는 언제나 팝송이 학습 도구로 함께 했

다. 필자는 22년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영포자’들을 만

났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학습 의욕과 자신감이 

매우 결여된 상태이다. 심지어 ‘one’을 ‘on’으로 쓰거나 ‘two’

와 ‘to’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포자’ 중 일부는 3월 첫 수업부터 영어 선생님에게 노골적

인 거부감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이

다. 이에 필자는 ‘영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수업 사

례를 소개하여 ‘영포자’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동료 선생님들

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영어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에

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고자 한다.  

‘영포자’를 깨우는 수업: ‘팝송 훈밍글리쉬’ 개발 

필자는 ‘영어 기초 학력 미달 ZERO화’라는 목표를 갖고 ‘영

포자’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수업 모형을 개발했다. 바로 

‘팝송 훈밍글리쉬1)’이다. ‘팝송 훈밍글리쉬’는 우리말의 쉽고 

과학적인 발음 원리를 영어에 적용하여 팝송을 주 학습 도구

로 하는 학습법을 말한다. 이는 원어민의 발음, 연음, 강세를 

한글로 표기하면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여 학습 동기를 

지속시킬 것이고, 복잡한 문법 설명 없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 영어 어순 감각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한다. 

필자는 이 학습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총 2년 10개월에 걸

쳐 충북 현도정보고등학교 재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팝송 

2)   ‘훈밍글리쉬’는 훈민정음의 쉽고 과학적인 발음 원리와 어순을 영어에 창의적

으로 융합시켜 2014년 3월 김진성 교사에 의해 특허상표등록(제 40-1026643 

호)된 학습법과 교재를 총칭함(김진성, 2014).

2)

special 
focus 

‘영포자’ 없는 교실

매거진201911월-고등-본문(최종ok).indd   2 19. 10. 23.   오전 10:22



02    03

훈밍글리쉬’ 수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록 및 분석했다. 당시 학생의 97% 이상은 교육부 지정 초등 기본 단

어 500개와 영어 모음 발음 기호도 알지 못하는 학습 수준이었다. 또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지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수업 단계를 기획했다.

먼저 학습적 측면의 추이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를 활용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고려하여 중학교 2학년 대상 기출문제로 3월과 12월에 실력 향상 정도를 확인했다. 정의적 

측면은 설문 조사를 적극 활용했다. 영어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없다면 흥미를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인

지 등을 묻고 파악했으며, 이 또한 3월과 12월에 진행했다. 

1) ‘영포자’를 위한 최고의 수업 자료: 팝송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만큼 음악은 모두에게 친숙한 대상이

다. 교과서나 시험에 나오는 딱딱한 영어가 아닌 음악으로 영어를 접한다면 ‘영포자’의 이목을 끌 수 있

다. 특히 영어권 국가의 팝송은 그 나라의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한 실제적 자료로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습득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또 팝송의 선율과 쉬운 가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흥미와 학습 동

기를 상승시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만든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

든 팝송을 들을 수 있는 환경 덕분에 더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팝송을 고를 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정했다. 첫째, 재미있고 좋은 영어 표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둘째, 감동적인 가사로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함양시켜야 한다. 셋째, 우리 문화와 다른 영

어권 문화를 소개하여 생각할 거리를 주어야 한다. 즉, 학습, 인성, 문화 교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팝송

을 선곡하려고 노력했다. 다음은 필자가 활용한 팝송 목록 중 일부이며 가사의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

로 분류했다.

난이도 제목(가수)

상 The Winner Takes It All(ABBA), Dancing Queen(ABBA), My Heart Will Go On(Celin Dion)

중 I Have a Dream(ABBA), Evergreen(Susan Jacks), Beautiful Sunday(Daniel Boone)

하 You Raise Me Up(Westlife), Sing(The Carpenters)

2) ‘팝송 훈밍글리쉬’를 활용한 수업 사례 

학습 자료는 선정한 팝송의 가수 소개 및 관련 이야기와 함께 가사와 해석을 편집하여 제작했고 이 자료

를 모아 「기적의 팝송 훈밍글리쉬」 교재로 출간하여 활용했다. 가사와 해석 중 주요 단어나 표현은 빈칸

으로 두어 활동에 쓸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학생들의 직독직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소 어색해도 가사를 

의미 단위로 해석했다. 이 수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네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  팝송 활용 수업 준비 활동

  팝송을 듣기 전에 가사와 해석에 있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추측하는 활동을 한다. 그 다음 음악을 

두 번 들려준다. 이때 처음에는 음악만 틀어 주고 다음은 선생님이 팝송을 큰소리로 불러 준다. 학생들은

약 30초간 짝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리한 다음 선착순으로 나와 칠판에 답을 적는다. 많은 학생이 나올 

경우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는 이 시간만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 ‘영포자’조차도 영어 시간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1) 사후 설문 조사
2) 사후 영어 듣기 평가

실행

1)  ‘훈밍글리쉬’ 발음 연습
2) ‘훈밍글리쉬’ 어순 연습

준비

1) 사전 설문 조사
2) 사전 영어 듣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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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팝송 훈밍글리쉬’ 연습 및 따라 부르기 활동

  학생들은 필자가 개발한 ‘팝송 훈밍글리쉬’ 자료의 우리말만 보고 읽어도 영어의 발음과 더불어 연음

과 강세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영어 발음 기호를 잘 모르는 학생도 연습을 하며 영어 발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발음 연습을 한 다음 선생님은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한 소절씩 감정을 넣어 부르며 학생들을 

몰입시켜야 한다. 즉, 각 소절의 필수 표현을 설명하고 가사와 관련된 문화 이야기, 개인 경험담 등을 

말하며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선생님만의 시간으로 그치지 않게 어려운 소절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따라 부르기’ 기회를 준다. 노래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부르기만 하

면 ‘태도 및 활동’ 영역 점수를 부여하고 수행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태도 및 활동’ 평가 기준은 아래

와 같다. 

3단계  뮤직비디오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필자는 비장의 수업 자료로 뮤직비디오를 활용한다. 새로운 팝송을 소개할 때 뮤직비디오를 보여 줘

도 좋지만, 학생들이 가사와 선율에 익숙해진 다음 보여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미 팝송에 친숙해

진 상태여서 감정 이입에도 용이하다. 먼저 뮤직비디오를 가수의 입 모양이나 몸짓에 집중하여 본 

다음, 따라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명소나 소재거리를 찾아 설명을 곁들이

면 훨씬 유익하다. 예를 들어, 가수 Emilia의 ‘Big Big World’의 뮤직비디오에서는 9·11 테러로 무

너진 세계 무역 센터 건물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온라인에 학급 카페를 개설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를 형성하고 이곳에 팝송 가사, 가수 소개, 뮤직비디오 링

크 등을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자기 주도 학습

을 할 수 있게 구성한다. 특히 온라인 카페 방문 횟수와 

댓글을 기록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로 사용한다.

▲‘태도	및	활동’	평가	기준(만점:	20점)

▲	 「기적의	팝송	훈밍글리쉬」	교재	자료	

A(20점) B(18점) C(16점) D(14점) E(12점 이하) 

 1.  수업 준비와 태도가 

매우 우수하고 적극

성과 열의가 아주 높

았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아

주 열심히 연습하고 

따라 불렀다.

3. 30회 이상 발표했다. 

1.  수업 준비와 태도가 우

수하고 적극성과 열의

가 높았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열

심히 연습하고 따라 

불렀다.

3. 20회 이상 발표했다.

1.  수업 준비와 태도가 

양호하고 적극성과 열

의가 있었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잘 

연습하고 따라 불렀

다.

3. 10회 이상 발표했다. 

1.  수업 준비와 태도는 

양호하나 적극성과 열

의가 부족했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잘 

따라 부르지 않았다.

3. 5회 이상 발표했다. 

 1.  수업 준비와 태도에 

문제가 많았고 적극성

과 열의가 부족했다.

2.  배운 팝송을 따라 부

르지 않고 학습 분위

기를 방해했다.

3.  추가 조건: 지적 2회

당 1점씩 감점한다.

나는 꿈과 부를 노래가 있어요/ 내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 (힘든) 어떤 일이라도 ☜영어식 어순

***sing(노래를 부르다, 크게 기뻐하다, 행복해하다)-sang-sung  cf. song 노래

01 I have(a dream / a song to sing / (어떤?) to help me come with anything 
아이 해~ v어 쥬r윔~     어   썽    트  씽~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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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팝송 부르기’ 수행평가

  열심히 배운 팝송은 영어 시간의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팝송 부르기’ 

수행평가를 실시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평소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지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도 ‘팝송 부르기’  

수행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점수를 받아 전체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수행평가 방식은 각 학생이 팝송을 2~3분  

정도 부르게 한다. 이때 음정보다는 발음과 연음을 내는 데 집중하며 큰소리로 

부르게 한다. 내성적인 학생이 참여를 꺼리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3) 수업 적용 결과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팝송 훈밍글리쉬’ 수업 전·후로 실시한 설문 조

사 결과, 매년 3월 기준으로 학생들은 영어 과목을 1.6%, 1.5%, 1.7% 수준으로 선호했으나 

12월 설문에서는 각 87.2%, 88.3%, 87.4%로 영어 과목을 선호했다. 또 스스로 팝송을 이용

하여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3월에는 0%였으나 12월에는 80% 이상으로 늘어 

팝송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의 수가 많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성취

도 평가는 ‘전국 영어듣기 능력평가’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매년 3월과 12월에 실시했다. 

그 결과 3월에는 평균 30점대에서 12월에는 평균 60점대로 약 두 배가 향상되어 학습적 

효과를 입증했다. 결론적으로 이 수업은 팝송을 ‘훈밍글리쉬’ 표기법으로 가르쳐 학생들에

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또 복잡한 문법 규

칙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 어순을 노출시켜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훈밍

글리쉬’ 수업은 한 번도 영어를 스스로 공부해 본 적 없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교실 밖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팝송을 골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어지

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냈다. 

‘영포자’를 마주한 선생님에게 희망을! 

지난 9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

우지 않겠다는 의도로 2012년 교육청 단위 기초 학력 진단 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그 후로 기초 학력이 오

히려 흔들린 것이다. 기초 학력은 학습의 필수적인 초석이므로 필자는 영어 선생님의 사명을 갖고 ‘영포

자’에게 학습 의욕을 불어 넣는 학습 방법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연구했다. 이는 수많은 영포자들이 희망 

없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대신 팝송을 들으며 흥얼거리고 스스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채우는 시간

을 갖게 했다.  

필자의 교직 생활의 철학은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명언으로 표현할 수 있다.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um up the men to gather wood, divide 

the work, and give orders. Instead, teach them to yearn for the vast and 

endless sea.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감

을 나누어 주고, 지시를 내리지 마라. 대신 그들이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를 동경하

도록 가르쳐라.)” 아무리 ‘영포자’가 되기로 마음을 굳힌 학생들이라도 그들을 포기

하지 않는 선생님과 ‘영포자’에게 적합한 학습법이 있다면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꿈

을 꾸고 더 나아가려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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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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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 영어를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부터 떠올리고, 

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흥미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정태 선생님(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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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작 코너에서는 선생님의 생생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생님의 연구 노력을 매거진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우수한 수업은 작품입니다. 

「magazine Y클라우드」에 소중히 기록하고 많은  

선생님과 나누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정태

선생님(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의 우수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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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다 보면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는 열심히 참여하던 학생들이 읽기 활동으로 넘어가면 책상에 하나 

둘 엎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읽기 전(Pre-reading) 활동’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지문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일부 소개하여 학생들이 읽기 활동에 기대감

을 갖고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영어 지문을 읽고 싶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인간관계

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학생들과 학습 자료 간의 첫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빼

곡한 영어 지문을 마주하자마자 거부한다. 심지어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교과서 지문을 바꿀 수도 없다. 우

리에게 대안은 없는 걸까? 

교과서 지문을 바꿀 수 없다면 ‘과업(task)’을 조정하면 된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학습 수준에 알맞은 과업이 주

어진다면 분명히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필자는 교과서 지문을 분석하여 영어 학습 수준에 따라 각 문

장 난도를 분류했다. 또 각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문장을 ‘만나게’ 했고 여기에 게임 형태를 가미했

다. ‘Running Memory Game’은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문장을 받아쓰는 ‘Running Dictation’에서 착안한 활

동이다. 서로 다른 영어 학습 수준을 가진 학생들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가장 쉬운 

문장을, 영어 실력이 높은 학생은 가장 어려운 문장을 맡게 하여 하나의 지문을 완성하게 이끄는 협동 활동이다. 

활동 준비 사항

1   교과서 지문을 여덟 조각으로 나눈다. 이때 같은 분량이 아닌 문장의 난도에 따라 네 단계로 분류

하고, 각 단계별로 두 조각씩 나눈다. 가장 쉬운 단계를 ‘A’, 가장 어려운 단계를 ‘D’로 칭한다.

 [ Tips! ]

 1.   교과서 지문이 너무 길면 해당 차시에 학습할 부분만 정하여 여덟 부분으로 나눈다. 

 2.  듣기 영역의 대본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는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제시하는 게 좋다. 

2   각 조각을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의 순서로 배치하고, 순서대로 ‘A1, A2, ... D1, D2’라고 이름

을 붙인다. 

3   A4용지에 한 조각의 내용만 들어가게 편집하고 학생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게 글자를 확대하여 

출력한다. 

e.g. 

 [ Tip! ]

 •교실 환경에 따라 출력물 대신 파워포인트에 조각 내용을 입력하여 활용해도 좋다.

첫 번째 우수작

Running	Memory	Game

이정태 선생님(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

		D1	문장

The resulting nuclear disaster released 
large amounts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surrounding area. 

		A1	문장

Eventually, humans had to do most of the 
extremely dangerou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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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

학급 절반 이상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가 있었다. 이때 ‘A’ 단계에는 영어 발음을 적어 주고 

‘B’ 단계에는 우리말 뜻을 일부 적어 주는 등 단서를 제공해 주었더니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매우 뿌

듯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활동 난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수업을 이끄는 데 적

합한 활동이다. 때로 학생들이 문장을 너무 잘 외워서 순서를 쉽게 맞히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외우는 시간을 

더 짧게 조정하면 된다. 또 학생들이 서로 나가려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하게 참여할 

것을 반드시 당부해야 한다. 

1. 학급의 영어 실력에 따라 모둠별로 ‘Writer’를 정해 주자. 

  자신이 담당한 내용은 직접 ‘Worksheet’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최선을 다해 외웠더라도 영어로 쓰는 일이 어

려워 난감해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모둠별로 ‘Writer’ 역할을 정해 주는 게 좋다. 모둠원이 외워 

온 내용을 불러 주면 ‘Writer’가 영어로 받아 써 주면 된다. 

2. 필요한 경우 ‘A’ 단계에는 영어 발음이나 우리말 뜻을 적어 주자. 

  이 활동은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급에 따라 몇몇 학생들은 영어 문장을 읽

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런 경우 가장 쉬운 ‘A’ 단계를 맡았더라도 역할을 수행하기 버겁다. 따라서 ‘A’ 단

계에는 각 문장의 영어 발음이나 우리말 뜻을 적어 모든 학생이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다. 이는 몇몇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고 모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만들어 자신감

을 높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 방법

1   모둠(4명)을 구성하고 ‘Worksheet’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교과서 지문의 주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이때 

관련된 사진이나 이야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인다.

3   각 모둠은 상의하여 가장 쉬운 단계(A)부터 가

장 어려운 단계(D) 중에 각자 어떤 단계를 맡을

지 정한다.

4   선생님은 각 모둠별로 단계를 잘 배분하여 맡

았는지 확인한다. 

5   모둠별로 ‘A’ 단계 담당 학생들이 앞으로 나온다.  짧은 시간 동안 ‘A1’ 조각을 보고 내용을 외운다.

6   ‘A’ 단계 담당 학생들은 모둠으로 돌아가 외운 내용을 ‘Worksheet’에 적는다.

7   위와 같은 순서로 ‘D’ 단계까지 반복하고, 다시 ‘A’ 단계 담당 학생은 앞으로 나와 ‘A2’ 조각을 보고 외운다. 

‘D2’ 조각까지 진행하여 마무리한다.

8   모둠별로 완성한 ‘Worksheet’를 토대로 의논하여 각 조각의 올바른 순서를 정한다.

 [ Tip! ]

  •조각의 순서를 정할 때 시간 제한을 두는 게 좋다. 정답을 쓴 모둠이 없는 경우 가장 비슷하게 맞힌 모둠에게 보상한다. 

활동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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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Running Memory Game <

Cla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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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B1

C1

D1

A2

B2

C2

D2

순서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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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단어	0.1초	듣고	맞혀라!

이정태 선생님(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

두 번째 우수작

예능 프로그램에서 1초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게임을 본 적이 있다. 짧지만 

흥미로운 게임이어서 영어 수업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단어 학습 활동으

로 가장 적합할 것 같아 ‘단어 0.1초 듣고 맞혀라!’를 기획했다. 

‘단어 0.1초 듣고 맞혀라!’는 단어와 발음을 배우고 나서 발음을 0.1초 정도만 짧게 들

려주고 어떤 단어인지 맞히는 게임이다. 활동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준비할 일이 하나도 없어 매우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 반응도 상

당히 좋고 학습 효과도 뛰어나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애매하게 남거나 학생들의 집중도가 낮아

질 때 재미있는 이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https://tv.naver.com/v/1842301

1   교과서 단원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한다. 이때 각 단어의 발음에 집중하여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   모둠(4명)을 구성한다. 

 [ Tip! ]

 •학급 환경에 따라 전체 활동이나 분단별로 모둠을 구성하여 진행해도 좋다. 

3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나오는 ‘1초만 

듣고 노래 맞히기’ 영상을 일부 보여 주며 활동 

방법을 설명한다.

 [ Tip! ]

      유튜브에 ‘1초 노래’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나오므로 

이를 이용해도 좋다. 

4   학생들이 보는 화면은 소리만 나오게 설정한다. 

 [ Tip! ]

        설정 방법: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프로젝트’ 검색 → ‘프로젝트 연결’에서 

‘화면 연결’을 ‘확장 모드’로 선택

활동 준비 사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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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

이 활동은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다. 또 활동 조작법만 손에 익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진행할 수 있

다. 모둠별 대항전을 할 수도 있고 학급 수준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읽기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남는 경우에 그날 배운 본문의 단어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단, 활동을 너무 길게 하면 학

생들이 지루하게 느끼므로 짧게 끝내는 것을 추천한다. 

1. 컴퓨터 조작법을 연습하고 수업에 적용하자!

  어려운 조작법은 아니지만 컴퓨터로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스피커 음소거’ 

버튼을 빠르게 더블 클릭하며 진행해야 하므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연습도 필요하다.

2. 음원 출력 시간을 이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자!

  ‘스피커 음소거’ 버튼을 아주 빨리 더블 클릭하면 음원이 거의 들리지 않는데, 이 수준에서 활동을 시작

한 다음 더블 클릭 속도를 점점 느리게 하여 더 많은 단서를 주면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학생

들이 단어를 빨리 알아맞히면 더블 클릭 속도를 빠르게 하고 어떤 단어인지 감도 잡지 못한다면 더블 클

릭 속도를 느리게 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자.

활동 꿀팁

활동 방법

1   컴퓨터의 ‘스피커 음소거’ 버튼을 눌러 음소거 상태로 설정한다. 

2  네이버 사이트에서 영어 사전에 접속한 다음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검색한다.

3   ‘반복 재생’ 아이콘을 누른다. 아이콘을 다시 누르기 전까지 발음 음원은 계속 재생된다. 음소거 상태

에서 음원이 반복 재생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4   학생들을 주목시킨 다음 단어 음원을 0.1초 들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스피커 음소거’ 버튼을 더블 클

릭하여 단어 음원이 아주 짧게 출력되게 한다. 

 [ Tip! ]

        음원이 나올 때 단어의 음절 중 일부가 재생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단어인지 맞히기는 쉽지 않다. 여러 번 같은 단어 음

원을 들려주며 진행하자.

5   해당 음원의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을 모두 말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만일 오답을 말한 경우에는 그 단

어의 답을 맞힐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6   새로운 단어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의 핵심 발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

e.g. /sh/ 발음, /f/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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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이끄는 진로 연계 수

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기 동안 교과서 진도와 부교재 학

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진로 연계 수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는 학기말에 여유가 생겨 이를 실현해 보려 했지만 학생들의 학

습 동기가 크게 떨어진 시기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무엇

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진로와 관련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자주 접하고 즐겨 하는 대표적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 ‘Instagram’을 접목해 보기로 했다. ‘Instagram’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

지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 기호(#)와 함께 사진

과 관련된 말을 써서 올린다. 

‘My Future on Instagram’은 진로 연계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10년 후 모습을 상상하고, 그 때의 일

상을 ‘Instagram’에 올려 보는 활동이다. 모든 시험이 끝난 학기말에 활용하기 좋고 진로와 연관된 교과

서 단원이 있다면 해당 단원의 학습 시에 활용해도 적절하다. 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활동 결과

를 적어 주기도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다. 

My	Future	on	Instagram	

이정태 선생님(경기 수원여자고등학교)

세 번째 우수작

활동 방법

1   ‘Instagram’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생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 1’을 나누어 준다. 학생들은 1 번 문제를 풀고, 짝과 질문을 주고받는다. 

3   학생들은 ‘Worksheet 1’의 2 번 지문을 읽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운다.

 [ Tip! ]

 •읽기 자료를 공부하는 게 학습 목표가 아니므로 가볍게 읽고 정답을 확인하는 게 좋다. 

4   실제 사용되는 해시태그 용어를 소개한다. 학생들은 해시태그 용어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추측한다. 

 [ ‘Worksheet 1’ 정답]

	 	•2번 1) social 2) sharing 3) post 4) profile 5) follow 

  •3번 1) Instagram 2) photo of the day 3) outfit of the day 4) happy birthday 5) best friend forever

5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 2’를 나누어 주고, 10년 후 자신의 일상을 보여 주는 ‘Instagram’ 페이지

를 만들 것이라고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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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기

필자는 이 활동을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진행했다. 한 학기 동안 영어 수업으로 지치고 또 어려웠던 시험 문제

로 불만이 있던 학생들은 수업을 또 한다는 것에 당혹스러워했다. 하지만 ‘Instagram’을 소개하고 유명인의 

프로필을 보여 주었더니 큰 관심을 보였다. 또 이 활동 결과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수업 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

을 때 ‘Instagram’ 활동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6   학생들은 ‘Worksheet 2’의 1 번 질문을 읽고 답한다. 

 [ Tip! ]

 •영어로 답을 쓰면 부담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우리말로 적어도 된다고 알려 준다. 

7   유명인의 ‘Instagram’ 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시를 보여 준다. 

8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Instagram’ 페이지의 프로필을 완성한다. 프로필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두 줄 정도 쓴다. 그 다음 일상을 보여 주는 사진을 그린다. 

 [ Tip! ]

 •학생들에게 자신이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이 되었다고 상상하게 한다. 

9   ‘Worksheet 2’ 뒷면에 직업을 연상시키는 일상 사진을 그리고 밑에 설명 글을 영어로 쓴다. 이때 

해시태그(#)도 쓴다. 

1.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자.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진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10년 후 자신

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세

계 여행을 떠난 모습이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모습 등도 

좋다. 또 수업 시간 동안 잔잔한 팝송을 틀어 주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에 임할 수 있다.

2. 학생별 활동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자. 

  활동을 빨리 끝낸 학생이 있다면 작품을 확인하여 눈에 띄는 점을 칭찬해 주자. 그 다음 미래 모습을 상상하

며 ‘Instagram’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 권유하자. 또 그리기 단계에 너무 열중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림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완성하고 영어로 상황 설명을 적으라고 조언하자. 

활동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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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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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Number:    Name: 

> Let’s Learn About Instagram! <

1) Do you use any social media? Which one do you use?

2) Why do you use social media? What do you usually post on social media?

3) Do you try to get more ‘Likes’ on your post? If so, how do you do it? 

1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2  �Fill in the blanks with the words from the box.

profile           follow           sharing           post           social

Instagram is a 1)   networking app made for 2)  photos 

and videos from a smartphone. When you 3)  a photo or video on  

Instagram, it is displayed on your 4) . Other users that follow you can 

see your posts in their own feed. Likewise, you can see posts from other users whom you 

choose to 5) . It’s like another version of Facebook, which is more focused 

on mobile use and photo sharing. Just like other social networks, you can interact with 

other users on Instagram by following them, being followed by them, commenting, liking,  

tagging, and private messaging. 

3  �How much do you know about Instagram abbreviations?

Abbreviations Hints Full Expressions 

#IG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1) 

#tbt 추억을	회상하는	해시태그 throw back Thursday 

#potd 오늘의	사진	해시태그 2) 

#ootd 오늘의	옷차림	해시태그 3) 

#hbd 생일	축하	해시태그 4) 

#bff 친한	친구	해시태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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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 Make Your Future Instagram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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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Number:    Name: 

1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your future job? 

2) What will you be doing 10 years from now? 

3) What do you want to post on your Instagram? 

(1) (직업 관련)

(2) (일상 관련)

4) Which hashtags do you want to add on your post? 

2  �Make your future Instagram page. 

(Introduce yourself to other Instagram users.) 

Instagram

posts followers following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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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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지문은 총 4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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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연계 주제

Reading	
Summary	

인명 구조와 의료 물품 수송 분야에서 활약하는 드론

군대에서 주로 활용되는 드론이 이제는 인명 구조와 의료 물품 수송 분야에서도 적
극 사용되면서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Grammar	
Point

현재 진행 수동태

They are being deployed to search and rescue people.
드론이 현재 인명 수색과 구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be + being + p.p」의 현재 진행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YBM 고등 영어(한) 8과LEVEL 2- 1

Reading	
Summary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산다면 토성은 어떨까? 

토성에서의 삶을 가정하여 토성의 정보를 재치 있게 전달하는 글이다. 토성은 내부 
온도가 11,648℃까지 올라가고, 대기는 수소로 가득하다. 토성에서의 하루는 11시간
이고, 일 년은 10,800일로 지구의 29년과 토성의 일 년 길이가 같다.

Grammar	
Point

동격의 명사절

~ so it would be much more ideal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atmosphere in 
Saturn is made up mostly of hydrogen.
that 이하의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the fact)를 설명하고 있다.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뒤에는 주어, 동사를 모두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온다.

•YBM 고등 영어Ⅰ(박) 6과LEVEL 2- 2

Reading	
Summary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2019년 4월 15일, 프랑스의 명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붕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 빠
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It ~ that 강조 구문

However, a spokesperson from the cathedral said that it was not a cigarette 
that caused the fire since the fire began inside the building.  
이 문장은 ‘대성당의 화재 원인이 담배는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담배가 아님’을 강
조하기 위해 It ~ that 강조 구문을 사용하였다. 문장에서 단어나 어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는다. 

•YBM 고등 영어Ⅰ(한) 6과
LEVEL 3

Extra Reading 
Materials

Reading	
Summary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대입하여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인 공감 능
력을 설명하고, 이 공감 능력이 생활 속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글이다. 

Grammar	
Point

가정법 과거

In our personal lives, a romantic relationship or friendship would fail if we 
had no empathy.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과거 동사, 주어 + would/could + 동사원형」으로 쓴다. 

•YBM 고등 영어(박) 10과LEVEL 1

매거진201911월-고등-본문(최종ok).indd   16 19. 10. 23.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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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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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Summary	

투명한 피를 가진 남극 빙어

3천만년 전, 남극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다른 지역
으로 이동하거나 멸종했지만, 남극 빙어는 자신의 피 색을 투명하게 바꾸어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Grammar	
Point

neither A nor B

However, the ancestors of the icefish neither left Antarctica nor died out.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둘 다 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  

LEVEL 2- 1

Reading	
Summary	

캐나다 퀘벡 겨울 축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퀘벡 겨울 축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이 축제는 도
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기획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
리 잡았고 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필수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Grammar	
Point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Up to a million people participate in the carnival annually, which makes it 
one of the largest winter festivals in the world.
이 문장에서 which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로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
로 취하고 있다. 

LEVEL 2- 2

Reading	
Summary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환영하는 유연 근무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 근무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유연 근
무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설정에 자유를 주어 근로자의 업무 능률과 회
사에 대한 충성도를 갖게 한다. 또한,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여 교통 체증을 
피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Grammar	
Point

전치사(by) + 동명사

They will be able to save money as well by not spending so much money on 
gas. 
전치사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동명사 형태로 쓴다. 일반적으로 ‘by + ~ing’는 
‘~함으로써’로 해석한다. 

LEVEL 3

16     17

시의성 있는 주제

Reading	
Summary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

척추측만증의 종류와 대처 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다. 척추측만증은 나쁜 자세
로 오래 앉아 있어 발생하는 ‘자세성 척추측만증’과 척추 구조 자체가 ‘S’나 ‘C’ 모
양으로 휘어져 있어 발생하는 ‘구조성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설명한다. 

Grammar	
Point

관계대명사 제한적 용법

Thus, many parents who have kids with scoliosis visit hospitals to figure out 
what caused the condition.
이 문장에서 who는 제한적 용법으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로 many parents를 선행
사로 취하고 있다.  

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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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listen to mp3

교과서 연계 주제: YBM 고등 영어(박) 10과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akes romantic relationships smoother
② 	helps us to understand ourselves 
③ 	makes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④  discourages us to help out those in need
⑤  enables us to endure whenever we face difficulties  

*discord 불화, 다툼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ave you ever felt sad ① after seeing your friend crying? Or have you ever felt 

pain after seeing someone with a serious illness? If you say yes, it means you can 

feel empathy toward others. Empathy involves the ability to emotionally understand  

② what others are experiencing and feeling, and it is an essential part of our personal 

and work lives. In our personal lives, a romantic relationship or friendship would 

fail if we ③ had no empathy. When we only think of ourselves and don’t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then we all 

suffer. Empat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work lives as well. It helps us have a smooth 

working relationship and prevents future 

discord. Not only in our personal and work 

lives, but empathy enables us to ④ influencing 

the world in a positive way. Empathy makes us 

want to step in and help people ⑤ who have 

been struck by terrible disasters, even if they are 

complete strangers. As you can see, empat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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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지칭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or most of their history, drones have been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 military, but now ① they are being used for a very different 

task: saving lives. ② They are being deployed to search and 

rescue people. Search and rescue missions can be dangerous and 

time-consuming. , if drones are used for these missions, ③ they can 

save time and even the lives of rescue workers. 

Drones can scan the darkness through thick forests, water, or rocks to find those 

in trouble. Drone’s ability to use thermal scans has already been used to save missing 

people. , ④ they work in the medical field by delivering medical 

supplies to remote areas. The use of drones can shorten delivery time of essential 

supplies rather than transporting ⑤ them by a vehicle. That means more lives could 

be saved. In Malawi, drones are used to transfer blood samples to and from hospitals 

to speed up HIV diagnoses in infants. In Papua New Guinea, where many people in 

remote areas are suspected to have tuberculosis, doctors deliver blood samples from 

those people to a hospital via drones to prevent the disease from spreading further. 

Similarly, rescue workers in rural locations in Rwanda use drones to take supplies and 

blood to doctors. Drones are saving lives around the world by helping to search for 

missing people and by delivering medical supplies.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1  교과서 연계 주제: YBM 고등 영어(한) 8과

listen to mp3

2 윗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A)   (B)
①  By contrast ....... Therefore
②  Instead   ....... Otherwise
③  For example ....... As a result 
④  However ....... Also
⑤  Furthermore  ....... Then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tuberculosis 폐결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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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aturn, the Most Famous Planet  
② How to Select the Best Residential Site in the Universe 
③ Imagine to Live in the Interior of Saturn
④ A Year in Saturn: the Longest One in Our Solar System
⑤ What Would Your Life Be Like If Your Lived on Saturn?

4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except  ②  including ③ as
④ despite ⑤  against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Living on Earth can make you sick and tired. Why don’t you 

consider living on other planets? I recommend Saturn, the most 

famous planet in our solar system. You can enjoy living on Saturn 

seeing the famous ring around it and its beautiful 62 moons. If you 

like warm weather, you can build your home in Saturn’s interior. Just remember 

that temperatures inside Saturn are likely to soar as high as 11,648℃. In case it is 

too hot for you, living in the outer part of Saturn can be another option. Up there, 

the atmospheric pressure is similar to Earth’s, so it would be much more ideal 

 for the fact that the atmosphere in Saturn is made up of mostly 

hydrogen.

Now that you’ve selected Saturn as a location, you need to review your new 

routine. On Saturn, your days last only for 11 hours, which means days and nights are 

shorter than on Earth. Despite your shorter days and nights, your year is much longer. 

Because Saturn is far from the sun, a single year on Saturn lasts for nearly 10,800 days. 

One year on Saturn is the same as 29 years on Earth. That means if you are 29 years 

old on Earth, in Saturn you are just a one-year-old baby.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2   교과서 연계 주제: YBM 고등 영어Ⅰ(박)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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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n April 15 2019, there was a major fire at the medieval cathedral of Notre-Dame 

de Paris, a UNESCO world heritage landmark in France. The fire began at around 

6:30 p.m. and quickly reached the roof of the cathedral, (A) destroying / destroyed  

its stained-glass windows and the wooden interior. It also destroyed the 850-year-old 

Gothic building’s roof and spire. However, the officials said that the main structure, 

including the two bell towers, had been saved. Around 400 firefighters worked 

desperately to control the flames, and the fire was extinguished the next morning 

after a nine-hour battle. In the meantime,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round the 

cathedral observing the flames in silence, and some were weeping while others were 

praying. After the fire was put out, French police investigators entered the cathedral 

to begin gathering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fire that swallowed the roof and the 

spire. The police believed an electrical short circuit might have caused 

the fire, so they interviewed cathedral staff and workers who were 

(B) carrying / carried  out renovation work. They learned that some 

workers often smoked around the cathedral despite a smoking ban on 

the site. However, a spokesperson from the cathedral said that it was 

not a cigarette (C) that / who  caused the fire since the fire began 

inside the building.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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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Notre-Dame de Paris, the Most Famous Landmark in Paris
② Firefighters Who Worked to Save Notre-Dame de Paris
③ Cigarette, the Major Cause for the Fire at Notre-Dame de Paris 
④ Losing Historical Sites by Natural Disasters
⑤ The Tragic Accident, the Fire on Notre-Dam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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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①  destroying ....... carrying ....... who
②  destroyed ....... carrying ....... who
③  destroying ....... carried ....... who 
④  destroying ....... carrying ....... that
⑤  destroyed ....... carried ....... that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교과서 연계 주제: YBM 고등 영어Ⅰ(한) 6과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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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시의성 있는 주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척추는 연골로 연결된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② 척추측만증은 나이가 어릴수록 걸릴 확률이 높다. 

③ 자세성 척추측만증은 운동과 바른 자세로 교정이 가능하다.

④ 구조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척추는 S나 C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⑤ 구조성 척추측만증은 교정기나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2  윗글의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A) (B)
① however ....... Thus ② finally ....... While
③ therefore ....... Until  ④ as  ....... However
⑤ while ....... Therefore

listen to mp3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row of bones down the center of your back is called the ‘backbone’ or 

‘spine.’ It is not just one bone, but it’s made of 33 bones supporting your body. 

These bones are connected by elastic tissues or cartilage. This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to bend, stretch, balance, and walk. To support your body, your spine 

should be straight. Some people, (A) , have a curved or twisted 

spine, and they may have scoliosis. Kids of any age, even babies, can suffer from 

scoliosis. (B) , many parents who have kids with scoliosis 

visit hospitals to figure out what caused the condition. On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they ask is, “My kid sits with bad posture. Does that 

cause scoliosis?” The answer is “Maybe.” There are two types of 

scoliosis. If a child always sits with bad posture, it may lead to 

‘postural scoliosis’ which can be corrected with exercise and the 

right sitting posture. However, if a child has a spine with an S or 

C shape, he or she may have ‘structural scoliosis.’ In this case, 

poor posture is not the reason, and the cause of the condition is 

not known. Structural scoliosis is corrected either by using a 

brace or by surgery.

*cartilage 연골     *postural scoliosis 자세성 척추측만증     *structural scoliosis 구조성 척추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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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isten to mp3

LEVEL 2- 1  시의성 있는 주제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y gaining more red blood cells and hemoglobin
② to emigrate to the Southern Ocean  

③ by being a predator to other species  
④ to adapt to the harsh environment
⑤ by changing their body color

1 윗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n December 1927, a Norwegian zoologist named Ditlef Rustad caught an unusual 

looking fish off the coast of Antarctica. It looked like a white crocodile with large eyes 

without scales, and it was very pale. When Rustad cut open the fish, he saw that its 

blood was transparent like ice water. ① He wrote in his notebook that ‘It has colorless 

blood.’ Researchers later confirmed that blood in that fish, now known as the Antarctic 

icefish, was transparent because of a lack of both red blood cells and hemoglobin 

which make blood red. ② Then, how did the fish end up having transparent blood? 

The Southern Ocean around Antarctica was once warmer than now. However, about 

30 million years ago, the temperature suddenly dropped. Few fish could survive in 

that cold water, and most of them either migrated to find warmer waters or went 

extinct. ③ However, the ancestors of the icefish neither left Antarctica nor died out.  

④ Instead, they started to develop traits that let themselves survive the harsh 

condition. They abandoned those big and heavy red blood cells because red blood 

requires more effort to circulate around the body than transparent blood does. ⑤ They 

have kept all of their features over generations. As a result, they could save more 

energy and survive in the brutally cold water. The icefish made their blood thinner 

. 

*hemoglobin 헤모글로빈, 혈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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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Québec Winter Carnival is the oldest and most famous 

winter festival that many people celebrate each year across 

Canada. Up to a million people participate in the carnival annually, 

① that makes it one of the largest winter festivals in the world. 

The carnival runs for 17 days from the end of January and till 

mid-February. The beginning of this popular tradition of holding 

a mid-winter celebration in Québec can be traced back to the 

colonial history of New France. The first large-scale winter carnival 

took place in 1894, but it ② was interrupted by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However, in 1954, a group of businessmen 

from Québec brought the carnival back on a more lavish scale in 

order to ③ boost the economic growth of the city. The carnival soon became a major 

attraction for the local residents and a significant driving force of tourism in the city. 

Over the years, the carnival has added many winter sports and activities ④ inspired 

by the traditional Québécois way of life. These sports and activities ⑤ include outdoor 

dance parties which are held at the ice palace created especially for the festival, an 

annual sleigh race through the Plains of Abraham, and a traditional ice canoe race on 

the St. Lawrence River.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The festival was once stopped due to tragic world-historical events. 
②  The festival was brought back to celebrate the city’s economic prosperity. 
③   It has been more than a hundred years since the first grand-scale carnival was held.
④  The carnival has become the main reason for tourists to visit the city.
⑤  The sports and activities are based on the real life of Québéc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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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LEVEL 2- 2  시의성 있는 주제

*Québécois 퀘벡 사람, 퀘벡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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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LEVEL 3 

1  ‘flexible working’의 장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The employee turnover rate can be decreased. 
②  Employees can balance their work and life. 
③  Employers can save money by not maintaining the company’s facilities. 
④  Employees can work when they are in perfect condition. 
⑤  Flexible working enables people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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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시의성 있는 주제

listen to mp3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lexible working refers to non-traditional working hour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an individual’s personal needs, 

often involving some degree of working from home. This term is 

often used to ① describe any other working time than the traditional 9 a.m. to 6 p.m. 

schedule. This new type of working system can benefit not only employees but also 

their families and even employers.

With flexible working, employers can get more loyal employees. If employers give 

up ② controlling work schedules, the engagement and commitment of employees can 

increase. Because employees are able to work when they feel freshest and accomplish 

most, they can enjoy working more. It can lead to increased loyalty to the company 

and ③ reducing turnovers. Employees will be ④ amazed at how much time they can 

save if they go to work at 10 a.m. instead of 9 a.m. because there will be less traffic 

jams. They will be able to save money as well 

by not ⑤ spending so much money on gas. With 

flexible working opportunities, they could spend 

more time having breakfast with their family, 

exercising, or enjoying their hobbies. Their 

children can have more time with their parents, 

and the bonds of the family can b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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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수능 영어 마무리 전략

수능 전,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3년간의 대장정 끝에 이제는 최종 관문만이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Back to Basics!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실전 문제로 감각을 꾸준히 유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수험생들이 꼭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글  권광혁 선생님(전북 무주고등학교)

수능 
꿀팁

        머릿속을 ‘Korean Mode’에서 ‘English Mode’로 ‘Switch’!

실제	수능에서	점심을	먹고	나른해진	상태로	영어	문제를	풀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	가볍게	영어	듣기	영역을	풀고	점심시간에	영어	지문을	3~4개	정도	읽어	둔다면	

영어	시험지를	펼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지금까지 연습한 방식대로 문제를 풀자.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수능	꿀팁’이라며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노하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

는	일이다.	이는	시간	관리가	중요한	영어	과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장문	독해부터	먼저	풀기,	2점	문제부터	공략하

기	등	여러	전략이	있지만	충분한	연습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실전에서	시간을	허비하여	점수가	하락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방식을	갈고	닦는	것이	자신만의	가장	좋은	‘꿀팁’이다.

2.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다시 보자.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먼저	틀린	문

제를	우선적으로	복습하고	연계	가능성이	있는	문항마다	중심	소재	및	주제,	필자의	생각,	중심·반복	어휘와	지문의	논

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여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교재를	훑어보는	것

이	남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3. 어법 문제를 반드시 챙기자.

어법은	많은	학생들이	까다로워	하는	유형이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제대로	알면	남은	시간	내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할	일은	기출	문제	정리이다.	최근	10년	동안의	평가원	

및	수능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수일치,	능동·수동태,	관계사,	가정법,	병렬	관계,	준동사	등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유

형이	보이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4. 듣기 영역은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

영어	듣기	영역은	일상생활	수준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	가장	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아직	듣기	

영역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듣기	영역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되,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동일한	문

제가	완벽히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을	권한다.	또한	상위	등급의	학생들은	듣기	영역에서	틀릴	경우	실수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시험	전체를	망칠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듣기	영역	시간에	읽기	문제를	푸느라	정작	듣기	문제

를	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평소	연습할	때에도	70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기	영역과	같이	학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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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Resources 수능 영어: 기출 유형 분석

01
요지 추론 문제는 대의 파악 문제 중에서도 가장 쉬운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선택지가 우리말로 주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지를 먼저 읽어 중심 소재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본 후 지문을 읽으면 문

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선택지를 먼저 읽어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02
대의 파악 문제는 글의 세부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 문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잘 이용하면 훨

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글의 초반부에서는 중심 소재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후반

부에서는 앞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반전을 담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정답을 선택한다.

글의 초반부와 후반부 내용에 주목한다.

03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글의 핵심 문장을 한눈에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았다 하더라도 이 문장만 가지고 

정답을 고르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이나 예시, 반복 표현 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쓰

여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보충 설명이나 반복 표현을 통해 글의 중심 생각을 확인한다.

요지 추론 문제는 주장 추론 문제와 함께 필자의 핵심 의견이나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이다. 글 전반에 드러나는 요지를 묻는 문제임을 이

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다른 유형의 문제 풀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대표	유형			요지 추론 문제 

기출 파악하기

•2019학년도 수능 절대평가(홀수) 기출문제(22번)

  Step 1       글의 도입부에서 글의 소재를 파악한다.

‘With the industrial society ~’를 통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의 상품 가치’임을 알 수 있다.

  Step 2         글의 논리 전개를 파악하며 글에 드러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As a consequence, ~’에서 최상위 정보를 소유하면 다방면

으로 번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nvestigations into ~’에서 정보의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연

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Step 3         보충 설명이나 반복 표현을 통해 글의 중심 생각을 확인한다.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 information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outside the 

medium ~.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 

위와 같은 반복 표현으로 ‘정보 자체의 독자적인 상품 가치와 

존재’가 글의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4행

4~7행

2~3행

16~17행

18~19행

7~15행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As a consequence, those peopl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at possess the 
highest-quality information are likely to prosper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encompass a variety 
of categories including the cost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and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such as corporate, 
technical, or medical libraries) on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Obviously many of these areas overlap, 
but it is clear that information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outside the medium in which it is contained. 
Information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to be 

measured, evaluated, and priced.

①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②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

④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

⑤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entity 실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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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최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 접속사 ‘but’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접속사 ‘but’의 역할 중 하나는 역접(반대) 기능이다. 앞부분

에서 일반적인 통념이나 인식에 대해 진술한 후 ‘but’을 통

해 반박하며 뒤따르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흐름은 수능 지

문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한다. 이 

지문에서는 ‘but’을 통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항상 최고

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주 사용되는 역접의 연결어로는 ‘however’, ‘on the 

other hand’, ‘by contrast’ 등이 있다.

✔ 문제 제기와 해결의 흐름을 이해하자!

문제 제기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흐름은 자주 나오

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해 영역에서 중요하다. 또한 해결책 부

분이 주로 글의 중심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지문에서는 녹음기의 단점을 이야

기한 후 ‘It is often more efficient to ~’ 부분을 통해 선택적 

노트 필기가 더 효과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라는 필자의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를 찾아내는 꿀팁

✔ 연결어에  표시하자!

연결어는 글의 흐름을 보여 주는 중요한 표지판이다. 이 지

문에서는 ‘However’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Moreover’로 하루를 접근하는 방식이 삶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 후 ‘Consequently’를 통

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연결어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 체계적으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다. 평소 연결어에 △ 표시를 하며 독해하는 습

관을 들여서 논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이용하자. 

✔ 반복 표현을 찾자!

반복 표현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이다. 이 지문에서 ‘start the day off right’,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how they start their day’ 등의 반복 표현에 주목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지를 찾아내는 꿀팁

✓

✓

*unnerving 불안하게 만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집중 탐구
[고2] 2019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2019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하

상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is simple. However, 
most people settle for less than their best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If a person starts 
the day with a positive mindset, that person is more 
likely to have a positive day. Moreover,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at work 
and that will often lead to a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This increased productivity unsurprisingly 
leads to better work rewards, such as promotions or 
raises. Consequently,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they need to realize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every aspect 

of their lives.

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②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③ 매일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④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⑤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ording an interview is easier and more thorough, 
and can be less unnerving to an interviewee than 
seeing someone scribbling in a notebook. But using a 
recorder has some disadvantages and i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If the interview lasts a while, listening 
to it again to select the quotes you wish to use can 
be time-consuming, especially if you are working to 
a tight deadline. It is often more efficient to develop 
the technique (using a recorder as backup if you 
wish) of selective note-taking. This involves writing 
down the key answers from an interview so that they 
can be transcribed easily afterwards. It is sensible to 
take down more than you think you’ll need, but try 
to get into the habit of editing out the material you 
are not going to need as the interview proceeds. It 
makes the material much easier and quicker to handle 

afterwards. 

① 인터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② 인터뷰 질문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녹음보다 선별적 필기가 더 효율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다. 

④ 인터뷰 대상에 대한 기자의 객관적 시각이 중요하다.

⑤ 녹음 전 인터뷰 대상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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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Resources 요지 추론 유형 예상 문제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For cartoon characters, the laws of the real world don’t take effect. In a cartoon world, heavy 

things can be lifted effortlessly, appearances can change in a snap, and anything becomes possible 

with a clap of the hands or the press of a magic button. What would it be like if you lived in 

such a world? Research has shown that simply imagining yourself in a situation where the rules 

of regular life don’t apply can greatly increase your creativity. By picturing yourself living in a 

cartoon, you can get the childlike ideas that creativity thrives on. As a cartoon character, you can 

think of interesting ways to solve problems and spend your time doing impossible things. By 

imagining how cartoon-like you would act, you can link your imaginative findings to the real 

world and uncover ways to be more creative in real life.

①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면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②  만화 세계 속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만화적 상상력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에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④  일상생활의 규칙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상상력과 창의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2 Scientists in the past thought that the first few years of a child’s life were imperat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ey also argued that the basic architecture of the mind was firmly in 

place after that period. The brain was hard-wired. But modern schools of thought suggest that our 

brain cells go on making new connections at a remarkable rate until well into our teenage years. 

Even after that, our neural network continues to evolve through our lives, though changes become 

more subtle. It’s like a shifting landscape, an ever-changing city, in which some buildings are torn 

down and others put up overnight. If this is the case, wha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that alters the 

way a child’s brain develops? That’s the mother as a nurturing agent. We all know that a mother’s 

behavior and lifestyle during pregnancy will have an impact on a fetus’s brain. Even after birth, 

however, the influence of one’s parents is crucial and lasting. The brain is partly a product of its 

environment, and parent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decide what sort of environment a child 

grows up in.

*fetus	태아

①  뇌 발달은 출생 직후 일정 시기 동안에 대부분 완성된다.

②  후천적 노력을 통해 성인의 사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지적 능력의 측정 결과는 측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부모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자녀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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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ost current managers in care homes, aside from those who are first level registered nurses, 

have developed their knowledge and skills only through practical experience. However, care for 

the elderly has become more complex. Residents in homes for the aged are on average older, with 

many being weaker than past resident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ducation on age-related 

change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dical features of degenerative conditions and mental 

impairments. There should be recognition that care for older people involves more than meeting 

their medical or physical needs, and requires regular opportunities for leisure,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that have been proved to contribute to their health improvement and emotional stability. 

Training in dealing with these matters is required at all staff levels, but the first priority is to train 

managers, who will then be able to improve the skills of the staff they are supervising.

	*degenerative	condition	퇴행성	질환

①  과거 노인 세대에 비해 현재 노인 세대의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②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요양 시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③  노인 돌봄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④  평생 교육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⑤  노인 돌봄에서 요양 시설의 관리자를 위한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4 Predators which are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introduced to new areas outside their normal 

environments can have incredibly detrimental effects on the new environment. The problem 

is especially disruptive in island settings, where many different naturally occurring predators 

and intricate food webs are typically absent. Island species are thus particularly susceptible to 

disturbance from the sudden arrival of a new predatory species. When ‘alien’ predators, such as 

dogs and cats, are introduced into different ecosystems, such as islands, their impact can result 

in a severe reduction or even extinction of native species. This is because, without the local fauna 

co-evolving over time with the predatory pressure from unfamiliar predators, isolated and native 

island faunas have not evolved evasion and escape mechanisms. Island faunas then become 

easy prey for such introduced predators. This has happened on the Australian continent, where 

introduced cats and foxes pose a severe threat to existing populations of native marsupials in 

national parks and nature reserves.

*fauna	동물(군)						*marsupials	유대(주머니)	동물(캥거루,	코알라	등)

①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생물의 다양성 보존은 필수적이다.

②  토착 포식자를 활용하여 외부 포식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③  급격한 생태계 변화는 복잡한 먹이 사슬을 단순화시킨다.

④  외부 포식자의 유입은 고립된 환경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⑤  환경보다 개체별 유전적인 차이가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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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Companies that are accused of using child labor, damaging the environment, or otherwise 

engaging in unethical practices, put themselves at risk. Nestlé had been accused of marketing infant 

formula in African countries where the poor infrastructure made its use dangerous. Many babies 

died as mothers used unclean water and unsterilized equipment. This cost the company an estimated 

$40 million. When BP’s Deepwater Horizon oil rig exploded, taking 11 lives and releasing 4.9 million 

barrels of crude oil into the Gulf of Mexico, consumers reacted by boycotting BP’s products. This 

resulted in a 52 percent fall in BP’s share price in the 50 days following the catastrophe. Customers can 

take action against companies that they feel are in breach of their values, and they can also commit to 

companies that reflect their values.

	*infant	formula	영아용	제조	분유						*BP:	British	Petroleum						*oil	rig	석유	굴착	장치

①  기업의 가치와 행동은 소비자의 구매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③  고객의 취향을 알고 공략해야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익 창출에 악영향을 준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⑤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질타 받아야 한다.

6 The actions of groups and social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way society works, and social 

institutions may act upon the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over time. However, it is evident that 

we cannot duplicate or cause another society to be like ours simply by conveying our social 

institutions. For example, if the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of a society support authoritarianism, 

we cannot expect that transplanting democratic institutions to that society will be successful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foundation (i.e., culture and social structure) to support such 

institutions. History is full of such failures. For example, Lenin’s social democracy was doomed to 

fail in Czarist Russia, and former U.S. president Bush’s efforts in Iraq to turn it into a democracy 

undoubtedly failed short-term. Institutions evolve from the culture, not the other way around. 

Occupying forces have not and will not successfully install stable institutional changes in less than 

one or two generations of socialization.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

①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회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②  한 나라의 문화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③  한 사회의 제도를 다른 사회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민주주의는 사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⑤  각 나라의 사회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하면서 정착되었다.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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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aps you’ve heard the statement, “They w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When students are asked about 

the qualities of good teachers, they confirm the 

truth of that statement  —  caring is always at or near 

the top of the list. Demonstrations of caring don’t 

require that you be available to your student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or that you know the 

details of their personal lives and share the details 

of your own. These actions will get you in hot water for blurring the boundaries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aring is evident when you recognize students as unique human beings with different 

learning needs and preferences, and when you check in with students through actions 

such as walking around the classroom, talking to everybody to see how they are doing, 

answering their questions, and expressing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improve.

Try any of the following ideas to check in with your students and keep tabs on how 

they are doing.

  Greet Students: Stand by the door and greet all students by name as they enter. By 

reading students’ body language as well as listening to their comments, you will easily 

4 Ways to   

Let Students 
Know You Care

Trend 
    Fun

Teach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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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up on any emotional tension students are bringing into the room. You may be able to 

alleviate some tension by making this quick connection.

  2 x 10: Spend two minutes a day for 10 consecutive days with a disengaged student. These 

interactions might happen in various places, such as in class, at the student’s locker, and in 

the cafeteria. Focus on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 not on talking about their 

lack of engagement.

  My Life in Six Words: Here’s an idea that’s tailor-made for the text-messaging generation. 

Legend has it that when Ernest Hemingway was challenged to write a novel in six words, 

he wrote,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Larry Smith, editor of the online magazine 

Smith, picked up on this idea a few years ago and invited readers to submit their life story 

in exactly six words. Smith published several collections of these six-word stories, including 

one by adolescents, titled I Can’t Keep My Own Secrets. Inspire your students by showing 

them this wonderful video clip, and then check in with them by inviting them to tell you 

how they are doing, using exactly six words.

  Debrief with Students: Class meetings or community 

circles are well worth the time and effort. Use meeting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help students get to know 

each other and to establish the processes and ground 

rules of meetings. Use meetings throughout the year to 

solve classroom problems. Class meetings give you a 

way to check in with all of your students, and they build 

students’ commitment to community. However, if you feel that you really don’t have the 

time for occasional class meetings, you can also debrief more informally at the end of a class 

by asking your students, “What do you think went well for us today?” and “What do we 

need to do to make further progress tomorrow?”

There are many more than four ways to check in with students. What have you tried that 

works for you?

출처: https://teachmag.com/archives/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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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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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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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http://teachmag.com    Contact: info@teach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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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the Reason 

[정답]
Q1.	Yes.	/	Calum	Scott은	2015년	4월	‘Britain’s	Got	Talent’에	출연해	‘Dancing	on	My	Own’을	불러	독설로	유명한	패널	Simon	Cowell로부터	예선	프리패스	티켓을	받았다.	
Q2.	No.	/	동생과	동반	출연했으나	동생은	탈락하고	Calum	Scott만	오디션에	통과했다.	

Q1. Calum Scott은 영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Yes. / No.

Q2. Calum Scott은 ‘Britain’s Got Talent’에 여동생과 출연하여 결승에 함께 진출했다.  Yes. / No.

Video

Trend 
    Fun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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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Calum Scott은 영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Yes. / No.

Q2. Calum Scott은 ‘Britain’s Got Talent’에 여동생과 출연하여 결승에 함께 진출했다.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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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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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A 정답]

heart,	sleep,	come,	mind,	hopeless,	climb,	just,	need,	bleeding,	turn,	hour	

[Worksheet B 정답]

beating,	losing,	now,	racing,	breathing,	ocean,	broken,	shaking,	heart,	clock,	safe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 등을 나타

내는 말이다. 동사 tell, ask, advise, allow 등은 

‘to’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사용한다.  

I need you to see.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분석   I need you to see. 

  ·need: 문장의 동사

  ·you: ‘need’의 목적어

  ·to see: ‘need’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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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told,	her	son,	clean	his	room,	she)	

 

(allowed,	my	dad,	me,	go	to	summer	camp)

 

(asked,	keep	quiet,	me,	he)

He	advised	me	to	go	see	a	doctor.

(advised,	me,	go	see	a	doctor,	he)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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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goes my heart beating.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Cause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예요.

I’m losing my sleep.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Please come back now.
제발 돌아와 줘요.

 And there goes my mind racing.
내 마음은 질주하고 있어요. 

 And you are the reason that I’m still breathing.
그리고 당신은 내가 여전히 숨 쉬는 이유예요. 

 I’m hopeless now.
나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I’d climb every mountain,
나는 모든 산을 오르고, 

and swim every ocean
모든 바다를 헤엄칠 거예요,

just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and fix what I’ve broken.
그리고 내가 망쳐 버린 것을 회복시키려고요. 

Oh, ’cause I need you to see 
that you are the reason.

오, 당신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There goes my hands shaking.
내 손이 떨리고 있어요.

And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예요.

My heart keeps bleeding.
내 심장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요. 

I need you now.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If I could turn back the clock,
내가 시곗바늘을 되돌릴 수 있다면,

I’d make sure the light defeated the dark.
빛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I’d spend every hour of every day
나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을

keeping you safe.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쓸 거예요. 

I’d climb every mountain,
나는 모든 산을 오르고, 

and swim every ocean
모든 바다를 헤엄칠 거예요,

just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and fix what I’ve broken.
그리고 내가 망쳐 버린 것을 회복시키려고요. 

 Oh, ’cause I need you to see 
that you are the reason.

오, 당신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I don’t wanna fight no more.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hide no more.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cry no more.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요.

Come back, I need you to hold me.
돌아와 줘요, 당신이 나를 안아 주면 좋겠어요.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에요.

A little closer now, just a little closer now.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Come a little closer, 
I need you to hold me tonight.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오늘 밤 당신이 나를 안아 주면 좋겠어요.

 I’d climb every mountain,
나는 모든 산을 오르고, 

and swim every ocean
모든 바다를 헤엄칠 거예요,

just to be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and fix what I’ve broken.
그리고 내가 망쳐 버린 것을 회복시키려고요. 

’Cause I need you to see 
that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 ‘You Are the Reason’ 가사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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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Take a Break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 Steve Jobs

A Famous Saying 

Fun Riddles

1.	 	What is deaf, dumb, and blind but always tells the truth?

2.	 	What begins with T, ends with T, and has T in it?

3.	 	What time of day is spelled the same forwards and backwards?

4.	What can you catch but not throw?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명언을	소개한다.

칠판이나	게시판에	적어	두고	학생들과	자주	읽어	보자.

FUN RIDDLES 정답: 1. a mirror   2. a teapot   3. noon   4. a cold      

Laugh Out Loud 

It’s Your Turn!

 Teacher, why do I 
have to memorize all 

these words?

You are so 
ugly!

Because I had to learn them in 
school and now it̓ s your turn. 

Understoo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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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What’s New

뉴트로(New-tro)
서울 한복판에는 100년 된 한옥 마을이 있다. 바로 종로 

익선동이다. 오래 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이 한옥 마을 

골목으로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 과거를 추

억하고 싶은 어른들이 아닌,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몰리

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은 ‘뉴트로’라

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new)’과 

‘복고풍(retro)’을 합친 신조어로 과거의 것을 새로운 방

식으로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 마

을이지만 그 안에 옛 정취와 현대식 스타일이 융합된 카페와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

을 받고 있다. 3040 세대가 근래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와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로 그들의 청춘 시절

을 떠올리며 열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1020 세대도 동일하게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이 겪어 보지 

못한 문화가 특이하고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대의 고급 기술과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

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느림과 편안함, 그리고 새로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구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뉴트

로’ 감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뉴트로’ 문화는 음악, 패션, 음식, 광고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에서는 ‘뉴트로’를 현재 트렌드를 대변하는 키워드로 꼽고 있다. 유행이라는 것이 원래 

자주 바뀌는 것이다 보니 이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문화가 긍정적인 트렌드임은 분명하다.  

‘번아웃’은 1974년 뉴욕의 정신 분석 의사 허버트 프로

이덴버거(Herbert J. Freudenberger)가 자신의 논문 ‘상

담가들의 소진(Staff Burnout)’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

다. ‘번아웃 증후군’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

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완벽과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게서 잘 나타난다. 하얗게 태워 재만 남은 것처럼 아무것

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는 2019년 세계 보건 기구(WHO)

에서 제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ICD-11)에 ‘직업 관련 증상(occupational phenomenon)’으로 정

의했다. 즉, 번아웃 증후군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증후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업무는 직장에서만 하고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업무 생각과 

잔상도 자리에 두고 퇴근한다. 둘째, 취미 활동을 한다. 여행, 독서, 운동, 명상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

아 시간을 확보하고 푹 빠져 본다. 그 시간 동안 정신과 신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

관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

폰을 멀리 하고 침실을 정돈한다. 넷째, 설탕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신다. 평소 당을 보충하며 버틴 이들에

게는 쉽지 않겠지만 설탕을 줄이면 만성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이 습관이 수월하게 자

리잡게 될 것이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에 옮겨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어 기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면 어떨까? 

38    39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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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Fun

Good Books to Read

A Book for Teachers

책 소개

독일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저자가 전하는 생생한 독일 교육 현장 이야기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향해 “1등 욕심만 조금 버리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며 더

불어 잘 사는 이상적인 교육을 소개한다.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 교육, 지식과 인간미를 함께 키우는 교육,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를 길러 주는 교육 등을 실현하는 독일 교육은 아이들을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독자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독일의 교육 이야기

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다시 생각해 보고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설 

것이다. -알라딘

+	박성숙

박성숙 작가는 큰아이가 세 살일 때 독일로 건너가 한국식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둘째를 독일에서 낳고 키우면서 조금씩 독일 엄마들의 육아와 자녀 교육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독일 교육 이야기」, 「독일 교육 두 번째 이야기」 등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교육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책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EBS ‘세계의 교육현장’, ‘지식채널e’와 KBS ‘교실이야기’를 통

해 소개되었다. -알라딘

꼴찌도 행복한 교실

+	Louise	Fitzhugh

Louise Fitzhugh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나 뉴욕에 있는 바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했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쿠퍼 유니온 대학

교에서 미술 공부를 계속했다. 작가가 쓴 「탐정 해리엇」, 「오래된 비밀」, 「스팟」은 어린이 문학

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 특히 해리엇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탁월한 심리 묘사는 수많은 독자들을 웃고 울게 하면서 뭉클한 감동을 준다. -교보문고

Books for Students 

책 소개

소녀 탐정 해리엇은 작가를 꿈꾸며 자신의 탐정 루트를 돌면서 직접 본 모든 것을 공책에 쓴

다. 공책에 쓴 내용에는 같은 반 친구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 이야기도 포함된다. 어느 날 해

리엇은 탐정 공책을 잃어버리고 그 공책이 친구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해리엇 인생에 커다

란 폭풍이 찾아온다. 공책에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가끔 친구들에 대해 나쁜 말을 써 

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해리엇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보문고, 알라딘 

HARRIET THE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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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n	Entrada	Kelly

Erin Entrada Kelly는 청소년 소설 「검은 새의 비행」과 「잊혀진 소녀들의 땅」으로 널리 알려

진 작가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필리핀 비사야 제도 출신으로 세부 섬에 살고 있어서 그녀의 소

설에 등장하는 필리핀 출신 인물들은 타갈로그어 대신 세부어를 사용한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에서 성장한 작가는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알라딘

책 소개

2018년 뉴베리 대상 수상작으로 등장인물 네 명이 겪은 놀라운 하루를 기록한 이야기이다.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던 네 아이들의 삶이 묘하게 얽히는 모습을 관점을 달리하며 풀어내

고 있다. 관점이 변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색다른 등장인물 조합을 이뤄 냈고, 모험 가득

한 이야기는 유머와 진정성 있는 감정으로 빛난다는 평을 받았다.

버질 살리나스는 소심하고 생각이 많고, 발렌시아 소머싯은 영리하고 고집이 세다. 카오리 

타나카는 점성술사이며, 쳇 불런스는 동네에서 가장 못된 골목대장이다. 이들 네 명은 서로

를 잘 알 만큼 친하지도 않고 학교가 같지도 않다. 하지만 쳇 불런스가 버질과 그의 애완동

물 걸리버에게 끔찍한 장난을 치던 날, 이들 네 명의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

로 얽히게 되고, 서로를 맞닥뜨리게 된다. -교보문고

HELLO, UNIVERSE

책 소개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

장하고, 열두 살이 되면 위원회가 직위를 정해 준다. 열두 살 기념식을 앞둔 조너스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마침내 조너스에게 내려진 직위는 바로 ‘기억 보유자’이다. 즉,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선임 기억 보유자는 이제 기억 전달자가 되

어 조너스를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조너스는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희생

된 진짜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용기있는 모험을 시도한다. -yes24

+	Lois	Lowry

Lois Lowry는 1937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다.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여동생의 죽음을 소재로 한 첫 소설 「죽음이 앗아

간 여름」으로 청소년 독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우 좋아하는 작

가로 꼽히는 Lois Lowry는 입양, 홀로코스트, 정신 질환, 암, 미래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

면서 독자들에게 생생한 삶의 경험을 안겨 주며, 청소년들이 삶과 정체성, 인간관계에 대한 문

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yes24

THE 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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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1 18쪽

[1~2]   

해석

친구가 우는 것을 본 후에 슬퍼한 적이 있는가? 혹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본 후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감은 타

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며 이는 우리의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

의 개인적인 삶에 공감이 없다면, 연애나 우정은 실패할 것이다. 우

리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모

두 고통 받게 된다. 공감은 직장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것은 원활한 업무 관계를 갖게 돕고 미래의 불화를 방지해 준다. 공감

은 우리의 개인 및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긍정적인 방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한다. 공감은 끔찍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낯선 이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의 일에 개입하여 

돕고 싶게 만든다. 보다시피, 공감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

든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④	

  동사 ‘enable’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정사를 쓴다. 앞에 ‘to’가 

있으므로 ‘influencing’을 ‘influence’로 고쳐야 한다. 

 ①  ‘친구가 우는 것을 본 후에’라는 의미이므로 ‘~ 후에’라는 뜻의 

접속사 ‘after’는 적절하다.

 ②  ‘타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하므로 ‘~하는 것’이라는 뜻의 

관계대명사 ‘what’은 적절하다.

 ③ 가정법 과거이므로 조건절에 동사의 과거형 ‘had’가 적절하다. 

 ⑤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어 자리에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2 | 정답 |	③

  공감은 개인 및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다는 글이므로 마지막 문장에는 ③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가 가장 적절하다. 

 ① 연애를 더 순조롭게 한다

 ②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④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한다

 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인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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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가진 대부분의 이력을 보면 주로 군대와 관련이 있었으나 이

제는 그것들이 매우 다른 업무에 사용되고 있고, 이는 바로 인명 구조

이다. 그것들은 현재 수색과 인명 구조를 위해 배치되고 있다. 수색 

및 구조 임무는 위험하고 시간 소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임무에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은 시간을 절약하고 구조원의 목숨도 구

할 수 있다. 드론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빽빽한 숲이나 

물, 또는 바위를 관통해 어둠 속을 살펴볼 수 있다. 열 감지 스캔을 사

용하는 드론의 실력은 실종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이미 사용되었다. 

또한, 그것들은 오지에 의료 용품을 수송하며 의료 분야에서도 활약

한다. 필수 제품 수송에 드론을 사용하면 차량으로 그것들을 수송하

는 것보다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즉,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말라위에서 드론은 병원을 오가며 혈액 표본을 옮겨 

영유아들의 HIV 진단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오지에 결핵이 의

심되는 사람이 많은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의사들이 드론을 통해 사람

들의 혈액 표본을 병원에 전달해서 결핵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한

다. 이와 비슷하게 르완다 시골 지역의 구조대원들은 의사들에게 보

급품과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한다. 드론은 실종된 사람

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 제품을 수송하면서 세계 도처에 있는 

생명을 구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나머지는 다 드론을 가리키지만, ⑤의 ‘them’은 ‘essential supplies’를 

가리킨다. 

2 | 정답 |	④

  (A)의 앞에서는 수색 및 구조 임무가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

이라고 언급하고 뒤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을 줄이고 구

조원의 목숨도 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A)에는 역접의 접속사 

‘However’가 적절하다. (B)의 앞에서 드론의 활약상을 말하고, 뒤

에서는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B)에는 ‘또

한’이라는 의미의 ‘Also’가 적절하다.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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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사는 일은 여러분을 지겹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성인 토성을 추

천한다. 여러분은 토성 주변에 있는 유명한 띠와 62개의 아름다운 행

성을 보며 토성에서 사는 일을 즐길 수 있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한다

면 여러분은 집을 토성 내부에 지을 수 있다. 단, 토성 내부 온도가 섭

씨 11,648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곳이여러분에게 

너무 뜨겁다면 토성 외부에 사는 것은 또 다른 선택 사항이다. 그곳의 

대기압은 지구와 비슷한데 토성의 대기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

다는 점만 제외하면 훨씬 더 이상적일 수 있다. 

이제 토성을 장소로 선택했으므로 여러분의 새 일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성에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11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이는 낮

과 밤이 지구에서보다 짧다는 뜻이다. 짧아진 낮과 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 년은 훨씬 길어진다. 토성이 태양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토성에서의 일 년은 거의 10,800일 동안 지속된다. 토성에서의 일 년

은 지구에서의 29년과 같다. 즉, 여러분이 지구에서 29살이라면 토성

에서는 겨우 한 살짜리 아기라는 뜻이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⑤	

  이 글은 토성에서의 생활을 가정하며 토성 생활의 전반적인 정보

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⑤ ‘토성에 산다면 여

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가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는 글의 일

부분을 포함할 뿐,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① 가장 유명한 행성, 토성

 ② 우주에서 가장 좋은 주거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③ 토성의 내부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라 

 ④ 토성의 일 년: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한 해 

4 | 정답 |	①

  내용의 흐름상 ‘토성의 대기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만 제외하면’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except’가 가장 

적절하다. ‘except for’는 ‘~을 제외하면’이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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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5일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명소인 중세식 파

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후 6시 반 경

에 시작되었고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과 목조로 된 내부를 파괴하며 지

붕에 빠르게 도달했다. 불은 850년 된 고딕 건물의 지붕과 첨탑도 파괴

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두 개의 종탑을 포함한 주요 구조물은 무사하

다고 말했다. 약 400 여명의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사적으

로 노력했고 9시간 전투 끝에 다음 날 불은 진압되었다. 그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성당 주변에 모여 침묵 속에서 불을 바라보며 일부는 

흐느끼고 어떤 이들은 기도했다. 화재가 진압된 후 프랑스 경찰 수사

관들은 성당에 들어가 지붕과 첨탑을 삼킨 화재의 원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누전이 화재의 원인일 것이라고 믿고 성당 

직원과 보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을 면담했다. 그들은 일부 근로자들

이 금연 구역임에도 성당 주변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성당 대변인은 화재가 건물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화재를 일으킨 것

은 담배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대규모 화재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손상된 일에 대해 설명하

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비극적인 사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가장 알맞다. 

 ①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② 노트르담 대성당을 구하기 위해 애쓴 소방관들 

 ③ 담배, 노트르담 화재의 주요 원인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적지 상실 

2 | 정답 |	④

  (A)  주어가 ‘the fire’이고 부대상황으로 쓰였으므로 진행형인 

‘destroying’이 적절하다. 

  (B)  바로 앞에 ‘were’가 있으므로 과거 진행형 문장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carrying’이 알맞다. 

  (C)  ‘It ~ that’ 강조 구문의 문장이고 강조되는 단어가 사물이므로 

‘who’를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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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등 가운데에서 아래로 일렬로 있는 뼈를 ‘등뼈’ 혹은 ‘척추’

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33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뼈들은 탄력 조직 혹은 연골로 연결되

어 있다. 이것은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뻗고 균형을 맞추며 걸을 수 

있게 해 준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척추는 곧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굽어 있거나 뒤틀린 척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들은 ‘척추측만증’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연령대의 어린이든지, 심

지어 아기들도 척추측만증을 앓을 수 있다. 따라서 척추측만증을 앓

는 아이를 둔 많은 부모들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 자녀는 앉아 있

는 자세가 나빠요. 이것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인가요?” 대답은 “그럴 

수도 있어요.”이다. 척추측만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아이가 항

상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자세성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

는데, 이는 운동과 바른 자세 앉기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S’나 ‘C’ 

모양의 척추를 가진 아이는 ‘구조성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나쁜 자세 때문이 아니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구조성 척

추측만증은 교정기나 수술로 교정을 한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②	

  척추측만증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어릴

수록 발병률이 높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2 | 정답 |	①

  (A)의 앞에서는 척추가 곧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A) 뒤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척추가 굽어 있거나 뒤틀려 있다고 했으므로 (A)에

는 역접의 접속사 ‘  however’가 적절하다. 

  (B)의 앞에는 어린아이도 척추측만증에 걸릴 수 있다고 했고,  

(B) 뒤에서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물어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그러므로, 따라

서’라는 뜻의 접속사 ‘  Thus’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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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12월에 노르웨이 동물학자 Ditlef Rustad는 남극 연안에서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잡았다. 그 물고기는 비늘이 없고 큰 눈을 

가진 흰 악어처럼 생겼으며 매우 창백했다. Rustad가 물고기를 베었

을 때, 그는 물고기의 피가 얼음물처럼 투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는 공책에 ‘피에 색이 없다.’라고 기록했다. 연구원들은 현재 남극 빙

어로 알려진 이 물고기의 혈액이 투명하고, 이는 피를 빨갛게 만드

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나중에 확인했

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물고기의 피가 투명하게 되었을까? 남극 대

륙 주변의 남극해는 한때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 그러나 약 3천만 년 

전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 그렇게 찬 물 속에서 살아남을 물고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더 따뜻한 물을 찾아 이동하거나 멸종했다. 그

러나 빙어의 조상들은 남극 대륙을 떠나지도 멸종되지도 않았다. 대

신 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기 시작

했다. 그들은 붉은 피가 투명한 피보다 몸을 순환하는 데 더 많은 노

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적혈구를 포기했다. (그들은 세

대에 걸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특징을 잘 유지시켜 왔다.) 그 결과 그

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고, 매우 차가운 물에서도 살

아남을 수 있었다. 빙어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

를 더 옅게 만들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⑤	

  남극 빙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적혈구를 버리

고 피를 옅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⑤는 모든 특징을 유지

해왔다는 의미이므로 이 글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2 | 정답 |	④

  마지막 문장에서는 빙어가 왜 피를 옅게 만들었는지 정리하는 내

용이 와야 하므로 ④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

절하다. 

  ①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을 더 많이 얻어서

  ②   남극해로 이주하기 위해서

  ③ 다른 종에 대한 포식자가 되어서

  ⑤   그들의 몸 색깔을 바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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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2- 2   24쪽

[3~4]   

해석

퀘벡 겨울 축제는 매년 캐나다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는 가

장 오래되고 유명한 겨울 축제이다. 매년 이 축제에 최대 백만 명이 

참여하는데, 이는 퀘벡 축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겨울 축제 중 하나로 

만들어 준다. 이 축제는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17일 동안 진행된

다. 한겨울 퀘벡에서 열리는 이 인기 있는 전통의 시작은 뉴 프랑스의 

식민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대규모 겨울 축제는 1894년

에 열렸으나 세계 대전과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1954년 퀘벡의 한 사업가 단체가 도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축제를 더 큰 규모로 다시 도입했다. 이 축제는 곧 지역 주민들에

게 볼거리가 되었고 도시 관광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수년에 걸쳐 

이 축제에는 퀘벡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겨

울 스포츠와 활동이 많이 추가되었다. 이 스포츠와 활동에는 축제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얼음 궁전에서 열리는 야외 댄스파티, 아브라함 

평원을 가로지르는 연례 썰매 경주, 세인트로렌스강에서 열리는 전통 

아이스 카누 경주 등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3 | 정답 |	②

  퀘벡 겨울 축제가 다시 시작된 것은 도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므로 ② ‘축제는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축하하기 위해 재

도입되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축제는 비극적인 세계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한때 중단되었다.

 ③ 최초의 대규모 축제가 열린지 100년이 넘었다.

 ④ 축제는 관광객들이 도시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⑤  스포츠와 활동은 퀘벡 사람들의 실생활을 기반으로 한다. 

4 | 정답 |	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으

므로 ①의 ‘that’은 ‘which’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② 축제가 ‘중단된’ 것이므로 수동태의 쓰임은 적절하다.  

 ③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in order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을 

쓰므로 ‘boost’의 쓰임은 적절하다. 

 ④  퀘벡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츠나 활동이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형태의 ‘inspired’의 쓰임은 적절하다. 

 ⑤  동사의 자리이고 주어가 복수이므로 ‘include’의 쓰임은 적절

하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25쪽

[1~2]   

해석

유연 근무제는 개인의 사적인 요구를 고려한 비전통적인 근무 시간 

체계를 말하며, 종종 집에서 어느 정도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용

어는 주로 전통적인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아닌 다

른 근무 시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 새로운 유형의 근무 체계

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심지어 고용주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를 통해 고용주는 보다 성실한 직원을 얻을 수 있다. 고용

주가 일정을 통제하는 것을 양보하면, 직원의 참여와 헌신 정도를 높

일 수 있다. 직원들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성취할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욱 즐길 수 있다. 이는 결국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직원들은 오전 

9시가 아닌 교통 체증이 덜한 10시에 출근하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스에 많은 돈을 쓰지 않게 

되어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 근무제의 기회를 통해 그들은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취미를 즐기는 데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

고, 이는 가족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 정답 |	③	

  글에서 ③ ‘고용주들은 회사의 시설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 직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②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④  근로자들은 자신이 완벽한 상태일 때 일할 수 있다. 

 ⑤   유연 근무제는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2 | 정답 |	③

  글에서 ③ ‘reducing’은 접속사 ‘and’ 앞에 나온 동사 ‘lead’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reduce’를 써야 한다.

 ①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 ‘~하는 데 사용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controlling’

은 적절하다.

 ④   사람이 놀람을 느끼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amazed’는 적절하다.

 ⑤ 전치사 ‘by’ 뒤에 동명사가 왔으므로 ‘spending’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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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29쪽

1 정답  ②

해석

만화 주인공들에게는 현실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화 세

계에서는 무거운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들어 올릴 수 있고, 외모는 순

식간에 변할 수 있으며, 손뼉을 치거나 마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무

엇이든 가능해진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세상에 산다면 어떨까?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삶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자신

의 모습을 상상하는 행위가 창의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만화 

속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여러분은 창의력이 넘치는 어

린아이 같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만화 캐릭터가 되어 여러

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고, 불가능한 

것들을 해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신이 어떻게 만화 캐릭터처

럼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발견

들을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고, 실제 세상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들

을 찾아낼 수 있다.  

해설

일반적인 삶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만화 속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

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글의 요지

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2 정답  ④

해석

과거의 과학자들은 아이의 생애 첫 몇 해가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그 시기 이후에는 정신의 기본 구조가 확고

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주장했다. 뇌가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학파들은 우리의 뇌세포가 10대까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연

결 고리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후에도 변화가 미묘해지기

는 하지만 우리의 신경망은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진화한다. 그것은 

마치 변화무쌍한 풍경, 어떤 건물들은 철거되고 또 어떤 것들은 하룻

밤 사이에 세워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와 같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의 뇌 발달 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양육자로서의 엄마이다. 임신 중 엄마의 행동과 생활 방

식이 태아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생후에도 부모의 영향은 결정적이고 지속적이다. 뇌는 부분적으로 그 

환경의 산물이며,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를 결정하

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해설

뇌 발달이 출생 초기에 완성된다는 과거의 주장과 달리 뇌는 계속 발

전할 수 있고, 부모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출생 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에도 아이의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정

답은 ④이다.

LEVEL 2  30쪽

3 정답  ⑤

해석

1급 공인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 요양원 관리자들은 실무 경

험만을 토대로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노인을 돌보는 

일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요양원 거주자들은 과거의 거주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으며, 그 중 다수는 더 허약하다. 나이와 관

련된 변화에 대한 교육과 퇴행성 질환과 정신 장애의 의학적 특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이 그들의 의

료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을 수반하며, 그들의 건강 증

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여가, 문화, 사회 활

동을 위한 정기적인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훈련은 모든 직원 수준에서 필요하지만, 최우선 과제

는 관리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설

과거에 비해 요양원 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

가 악화되는 등 노인 돌봄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자들의 훈련이 우선시되어

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Resources 수능 영어: 요지 추론 유형 예상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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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④

해석

의도적이든지 우연한 기회로 인한 것이든지 자신의 정상적인 환경 밖

의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간 포식자들은 그 새로운 환경에 엄청나게 해

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다른 많은 포식자가 

생기지 않고, 복잡한 먹이 사슬이 없는 섬 환경에서 특히 파괴적이다. 

따라서 섬에 사는 종은 새로운 포식 종의 갑작스러운 도래로 인한 교란

에 특히 취약하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이방인’ 포식자들이 섬과 같은 

다른 생태계에 유입될 때, 그 영향으로 토착종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심지어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토착 동물군이 지속적으로

낯선 포식자들로부터 포식의 압박을 받으며 같이 진화하지 않기 때문

에 고립된 토착 섬 동물군이 회피와 탈출 방법을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섬 동물군은 새로 들어온 포식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된다. 이러한 일이 호주 대륙에서 일어났는데, 새로 온 고양이와 여우

가 국립 공원과 자연 보호 구역에 있는 토종 유대 동물의 기존 개체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설

섬과 같은 고립된 생태계의 토착종들은 외부 포식자로부터의 침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LEVEL 3  31쪽

5 정답  ①

해석

아동 노동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Nestlé는 

빈약한 기반 시설로 인해 유아용 분유 사용이 위험한 아프리카 국가

들에게 유아용 분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머니들이 더러운 

물과 살균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사망했

다. 이로 인해 그 회사는 4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손해를 보았다. BP’s 

Deepwater Horizon사의 석유 굴착 장치가  폭발해 11명이 목숨을 잃

고 490만 배럴의 원유가 멕시코 만에 방출되자, 소비자들은 BP의 제

품 구매 거부로 대응했다. 이는 그 재난 이후 50일 만에 BP의 주가가 

52퍼센트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객은 자신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기업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

업에는 헌신할 수도 있다.

해설

고객은 기업의 가치와 행동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거나 상반될 때 

이에 따라 구매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

로 정답은 ①이다.

6 정답  ③

해석

집단과 사회 조직의 활동,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사회 제도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회를 우

리 사회와 동일하게 복제하거나 동일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

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문화와 사회 구조가 권위주의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에 민주적인 제도를 이식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

대할 수 없다. 그 사회에는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즉, 

문화와 사회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러한 실패들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Lenin의 사회 민주주의는 제정 러시아에서 실패할 운

명이었고, 이라크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Bush 전 미국 대통령의 노력

은 의심할 여지없이 단기간에 실패했다. 제도는 문화에서부터 발전하

는 것이지, 거꾸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점령하는 것은 한 두 

세대도 되지 않는 사회화로 안정적인 제도 변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

키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해설

여러 사회적 요소들이 사회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한 사회의 제도를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가진 곳에 그대로 복

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글의 요지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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