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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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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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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성

과 열의가 아주 높았

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아

주 열심히 연습하고 따

라 불렀다.

3. 30회 이상 발표했다. 

1.  수업 준비와 태도가 우

수하고 적극성과 열의

가 높았다.

2.  배운 팝송을 평소 열

심히 연습하고 따라 불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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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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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작 코너에서는 선생님의 생생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생님의 연구 노력을 매거진에 정성스럽게 담았

습니다. 우수한 수업은 작품입니다. 「magazine Y클라우드」에 소

중히 기록하고 많은 선생님과 나누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의 우수한 수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즐거운 영어 

수업 시간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활용해요.”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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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한	교실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현장으로	퍼져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학교명과	선생님	성함을	보내	주시면,	원고	집필에	대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작 코너 원고 집필 문의: rorykim@ybm.co.kr

우
수
한

수
업
은

작
품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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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기지를	공격하라!	

Word	Battleship	Game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첫 번째 우수작: ‘Word’ 활동

학생들이 매 단원의 듣기 및 읽기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하려면 수업 초반에 학습한 단어를 재확인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영어 선생님들은 최근 영어 학습 추세에 맞추어 단순한 단어 시험보

다는 학습자 중심의 게임을 이용하여 단어 복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교실 환경에 적합한 단어 

보드 게임 ‘Word Battleship Game’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Word Battleship Game’은 규칙을 한번 이

해하고 활동지를 만들어 두면 어떤 단어 목록이든 상관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단어 활동이다. 

‘Word Battleship Game’은 좌표를 이용해 상대방 기지를 공격하여 상대방 

기지에 적힌 단어 위치 정보를 더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보드 게임이

다. 이는 실제 ‘Battleship’이라는 보드 게임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관련 영화

까지 제작된 유명한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미리 이 점을 소개하거나 유튜브에 

보드 게임 설명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여 주면 ‘Word Battleship Game’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활동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획 의도

활동 방법

◇ 활동 준비 단계  ◇

 1   모든 학생에게 ‘Worksheet’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선생님은 ‘Worksheet’의 ‘My Field’는 자신의 기지판이고 ‘Partner’s Field’는 

상대방 기지 정보를 추측해 완성할 판이라고 알려 준다.  

 3   학생들은 복습할 단어 목록에서 단어 10개를 골라 자신의 기지판(My Field)에 

적는다. 단어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적되 짝에게 절대 보여 주지 않는다.

  [ Tip! ]

	 	 • 상대방이	자신의	기지판을	볼	수	없게	‘Worksheet’를	상하로	접어	사용한다.

 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게임 목표를 설명한다. 

 •게임	목표:	좌표를	이용해	공격하여	상대방	기지	정보를	알아낸다.

▲	 ‘Battleship’	보드	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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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복습할 때 게임 만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제한적

인 교실 환경 때문에 종이와 펜을 이용한 보드 게임을 단어 활동으로 많이 활용하게 된

다. 특히 ‘Word Battleship Game’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학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단어를 복습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오목이나 빙고처럼 익숙한 게임이 아니어서 활동 시작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

하다. 학생들은 단어의 철자와 뜻을 다시 확인하는 학습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칸에 단어를 써야 짝의 추측을 피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재미도 느낀다.

◇ 활동 진행 단계  ◇

 1   짝과 먼저 공격할 순서를 정한다.

 2   먼저 공격하는 사람(A)은 짝(B)이 단어를 썼을 것 같은 칸을 좌표로 말하여 공격한다.

  e.g.   A: (짝이 ‘C3’에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C3!

3-1   A가 말한 칸에 단어가 없으면 B는 “Miss!”라

고 말한다. A는 ‘Partner’s Field’의 해당 칸

에 ‘X’ 표시한다.

3-2   A가 말한 칸에 단어가 있으면 B는 “Hit! The 

word is ‘read.’”라고 말한다. A는 ‘Partner’s 

Field’의 해당 칸에 ‘read’를 쓴다.

4   짝과 번갈아가며 공격한 다음 단어 10개의 위치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이긴다. 

B의 ‘Worksheet’
<My Field>

1

2

3

A B C

<Partner’s Field>

1

2

3

A B C

goal

A의 ‘Worksheet’
<My Field>

1

2

3

A B C

<Partner’s Field>

1

2

3

A B C

health

수업 후기

1. 활동 전에 게임 방법을 분명하게 설명하자.

  각자의 ‘Worksheet’ 안에 나의 기지판과 상대방 기지판이 둘 다 있으므로 헷갈리기 쉽다. 시작하기 전에 예시

를 보여 주며 게임 방법을 확실하게 설명하자.

2. 활동 시간 동안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주자.

  게임 방법을 몰라 헤매거나 단어의 철자를 몰라 난감해 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또 개별 학생을 격

려하며 즐겁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활동 꿀팁

3-2의 경우 A의 ‘Worksheet’
<My Field>

1

2

3

A B C

<Partner’s Field>

1

2

3

A B C

health

read

3-1의 경우 A의 ‘Worksheet’
<My Field>

1

2

3

A B C

<Partner’s Field>

1

2

3

A B C

health

X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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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Word Battleship Game  <

Class:    Number:    Name: 

1. Choose 10 words from the list. Write them down on your field at random. 

2. Guess where your partner wrote the words and say a location. For example, say, “D4!” 

3.  If there is a word on that location, your partner will say “Hit! The word is .” 

If there is nothing in the box, your partner will say “Miss!” Then you draw an X mark in the box. 

4.  Take turns with your partner. If you find where the 10 words are in your partner’s field, 

you win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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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ield>

5

4

3

2

1

A B C D E

<Partner’s Field>

5

4

3

2

1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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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속	단어를	찾아라!	

Word	Hunting	
Game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두 번째 우수작: ‘Word’ 활동

단어 학습을 할 때는 목표 단어의 뜻, 철자, 그리고 발음을 다 함께 익혀야 한다. 받아쓰기 같은 시험 형식으

로 익힐 수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게임 형태를 자주 이용한다. 게임은 학생

들의 집중력을 높여 활동에 몰입하게 만든다. 또 게임 구성에 따라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는 방법을 

알려 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어 게임 활동, ‘Word Hunting Game’을 소개한다. 

필자는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참여도를 ‘모둠 항목’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수업

이 끝난 다음 보상한다. ‘Word Hunting Game’은 활동 단계에 따라 모둠 경쟁과 개인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수업을 하다 보면 활동을 게임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의 기존 영어 실력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초

반부터 참여 의지가 꺾이곤 한다. 그러나 ‘Word Hunting Game’은 활동 방법이 간단하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보다 집중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모두에게 의미 있다. 누구라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이

길 수 있으므로 많은 학생들이 의욕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기획 의도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활동 방법

◇ 활동 준비 단계  ◇

 1   모둠(3~4명)을 구성하고 각 모둠에게 ‘Worksheet’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2   각 모둠에게 단어 20개가 적힌 목록을 나누어 준다. 

 3   각 모둠은 단어를 서로 배분하여 담당한 단어를 5분 동안 외운다.

 4   선생님이 “Start!”라고 말하면 각 모둠은 외운 단어를 ‘Worksheet’에 

적는다. 단어는 다양한 위치와 크기로 적는다.

 5   선생님이 “Stop!”이라고 말하면 각 모둠은 바르게 적은 단어의 수를 

세어 말한다. 이때 가장 많은 단어를 적은 모둠은 모둠 점수를 받는다. 

  [ Tip! ]

	 	 • 활동	시간이	부족하거나	모둠별	영어	실력	차가	큰	경우에는	모둠	경쟁	없이	단어	목록을	보고	옮겨	적게	한다.

 6   각 모둠은 단어 목록에서 적지 못한 단어를 채워 넣는다.

‘Word Hunting Game’ Word List 

1 society 11 fit

2 advance 12 suit

3 technology 13 patient

4 automatically 14 medicine

5 virtual 15 ever

6 purchase 16 global

7 charge 17 temperature

8 fancy 18 add

9 method 19 imagine

10 material 20 lower

▲	단어	목록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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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 활동 진행 단계  ◇

 1   ‘활동 준비 단계’에서 완성한 ‘Worksheet’를 옆 모둠과 교환한다.

 2   각 모둠원은 서로 다른 색의 펜을 준비한다.

 3   선생님은 ‘펜’이 단어 사냥에 쓰이는 도구이고 선생님이 영어 단어

를 말하면 해당 단어를 빠르게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사냥’하는  

게임이라고 알려 준다.

  [ Tip! ]

	 	 • ‘활동	진행	단계’에서는	모둠	게임이	아닌	개인	게임임을	알려	준다.

 4   선생님은 영어 단어를 발음하거나 우리말 뜻을 큰소리로 말하고, 학생

들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단어를 빠르게 찾아 동그라미 친다.

 5   가장 많은 단어를 찾은 학생은 개인 점수를 받는다. 

1.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키자.

  학급 분위기나 학생들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특히 필자가 활동을 하며 강조하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펜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찌르지	않는다.

	 2)	다른	사람이	먼저	동그라미	친	단어	위에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는다.

	 3)	펜으로	‘Worksheet’를	찢거나	구멍을	내지	않는다.

2. 영어 단어를 외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자.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외칠 때 그대로 발음하거나 우리말 뜻을 말하면 게임이 단조로울 수 있다. 해당 

영어 단어의 여러 특성을 단서로 주면서 게임 분위기를 보다 흥미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vacation(방학)’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Vacation!” 혹은 “방학!”이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아래 예시처

럼 다양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e.g.	1]  T: (교과서 문장을 이용하여) Suji visited her grandma during the summer ... vacation!

 [e.g.	2]  T: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방학’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e.g.	3]  T: 여러분! 이번에는 철자가 조금 긴 단어를 말할게요!

활동 꿀팁

이 활동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모두에게 활용해 본 결과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임이었다. 특히 다소 점잖고 조용한 분위기의 학급에서도 활기를 띄며 웃음이 넘치는 수업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단어 목록의 단어를 외워 적어야 하는 모둠 활동에서는 서로 단어를 분배

하여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 내거나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이 많은 단어를 담당하

여 외우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1차적으로 모둠 점수를 받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각 모

둠원끼리 경쟁하는 개인전이에요. 영어 실력은 상관없어요. 누가 가장 빠르게 단어를 찾고 

동그라미 치는지가 중요해요.”라고 설명하면 또 다른 긴장감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선생님이 단어 목록에서 단어를 무작위로 외치기만 하면 학생

들이 경쟁하여 단어를 찾는 게임으로 간편하면서도 즐거운 활동이다. 

수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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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Word Hunting Game  <

Cla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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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roup Work]  Try to remember 20 words from the word list, and write them with a black pen.

2. [Group Work]  Pass the worksheet to the next group. 

3.   [Individual Work]    Listen to the teacher, and circle the word that you hear. Each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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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선호하는 문법 수업 방식을 물었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양하게 대답한다. 어떤 사람은 문법 용어를 이용

한 강의식 수업이 좋다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문법 용어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고 학습을 지루하게 만

든다고 한다. 그러나 각자의 취향에 상관없이 모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목표하는 문법 

표현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다. 언어는 직접 말하거나 혹은 글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 필자는 언어를 글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여 이를 수업 속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Grammar Chain Writing’ 활동은 주어진 그림과 동사를 보고 목표 문법 표현을 직접 작문해 보는 활동

이다. 이는 모둠원이 돌아가며 한 문장씩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모둠 활동에서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만 기여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것을 방지

하고자 기획했다. 이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작문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지필 평가의 서술

형 문항을 준비하는 연습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언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기획 의도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라!	

Grammar	chain	
Writing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세 번째 우수작: ‘Grammar’ 활동

활동 방법

◇ 활동 준비 단계  ◇

 1   학생들과 함께 ‘수여동사의 수동태’ 내용을 복습한다.

 2   모둠(3~4명)을 구성하고 각 모둠에게 ‘Worksheet 1’을 한 장씩 나누어 준다. 

 3   ‘Worksheet 1’에 제시된 그림이 어떤 영어 단어를 나타내는지 다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다. 

  [ Tip! ]

	 	 • ‘Worksheet	1’에	제시된	그림을	하나씩	짚으며	학급	전체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   각 모둠에게 ‘Worksheet 2’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각 모둠원은 서로 다른 색의 펜을 준비한다.

• 필자는	이	활동의	목표	문법을	‘수여동사의 수동태’로	잡고	구성했다.	수업	내용에	따라	다른	문법	사항도	활용	가능하다.

목표 문법 표현

He gave me a present.

I was given a present by him.

주어 간접목적어

수여동사

수동태

직접목적어

능동태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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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Worksheet’는 A3용지로 출력하자. 

  ‘Worksheet 1’에는 그림이 많이 제시되므로 모든 모둠원이 잘 볼 수 있으려면 A3용지로 출력하는 게 좋

다. 또 ‘Worksheet 2’에도 모든 모둠원이 한 문장 이상씩 적어야 하므로 칸이 커야 활동을 원활하게 진

행할 수 있다.

2.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인정하자.

  활동을 하다 보면 제한된 그림과 동사로 여러 문장을 만들어야 하니 학생들은 다소 황당한 문장을 적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법 표현이 잘 사용되었다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칭찬하자. 학생들

의 창의성과 기지를 인정해 주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활동 꿀팁

이 활동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색의 펜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작성하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

면 알록달록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이는 내용에 상관없이 모둠원의 협업으로 완성된 것

이어서 학생 모두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또 옆 모둠의 문장에 점수를 부여하고 

흥미로운 문장을 선별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같은 문법 표현을 이용하여 이처럼 다양

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다. 무엇보다도 활동 시간 내내 모둠별로 

생각을 나누게 되므로 학습자 중심 수업에 적합한 문법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수업 후기

◇ 활동 진행 단계  ◇

 1   5분 동안 모둠별로 ‘Worksheet 1’에 제시된 그림과 동사를 이용하여 ‘수여동사의 수동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의논한다.

 2   모둠 안에서 문장을 적을 순서를 정한다.

 3   선생님이 “Start!”라고 말하면 각 모둠은 ‘Worksheet 2’에 순서대로 문장을 적는다. 

  [ Tip! ]

	 	 • 영어	작문을	어려워하는	학생은	다른	모둠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Worksheet	2’에	적는	것은	반드시	직접	한다.

 4   선생님이 “Stop!”이라고 말하면 작성을 멈추고 옆 모둠과 ‘Worksheet 2’를 교환한다.

 5   아래 채점 기준을 이용하여 옆 모둠의 ‘Worksheet 2’를 채점한다.

  e.g. (수여동사 ‘give’, 강아지 그림, 집 그림을 고른 경우)

  My dog was given a house.

  [ 채점 기준 ]

 6   채점 후 가장 기발하거나 흥미로운 문장을 골라 별표 표시한다. 별표를 표시한 문장을 모아 학급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점수 부여 방법 총 점수

A 사용한	동사의	개수  개

(A)	+	(B)	+	(C)	-	(D)	=	  점
B 사용한	그림의	개수  개

C 완성한	문장	수  개

D 문법이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	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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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 Words for Grammar Chain Wri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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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 send / tell / write / lend / show / buy / make / 

give / pass / throw / hand / pay / ask / build / sing 

Class:    Group: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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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 Write as Many Passive Sentences as Possible!  <

Cla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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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rksheet 1’의 단어(수여동사)와 그림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다양한 수동태 문장을 만드세요. 

2.  문장의 내용이 다르다면 단어(수여동사)와 그림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돼요. 단, 다양하게 사용할수

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3. 가장 흥미로운 문장은 무엇인가요?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별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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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점수 부여 방법 총 점수

A 사용한	동사의	개수  개

(				)	+	(				)	+	(				)	-	(				)	=	  점

[	A			+			B			+			C			-				D	]

B 사용한	그림의	개수  개

C 완성한	문장	수  개

D 문법이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	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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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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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내용을	정리하자!	

Writing	a	summary	
with	Keywords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네 번째 우수작: ‘Post-reading’ 활동

‘Writing a Summary with Keywords’는 교과서 본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Post-reading’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본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이해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풀게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Post-reading’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했고 이를 바탕으로 ‘Writing a Summary with Keywords’를 기획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토대로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게 구성했다. 먼저 학생들은 교과

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며 어떤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찾는다. 그 다음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누어 

핵심 단어를 12개로 추려낸다. 선택한 단어 12개를 옆 모둠과 바꾼 다음 이를 이용하여 요약문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이처럼 단어를 선택하고 요약문을 만들면서 모둠원들과 본문 내용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기획 의도

활동 방법

◇ 활동 준비 단계  ◇

 1   모둠(3~4명)을 구성하고 각 모둠에게 ‘Worksheet 1’을 한 장씩 나

누어 준다.

  [ Tip! ]

	 	 • ‘Worksheet	1’은	가위로	잘라서	단어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색지에	출력

하는	게	좋다.

 2   5분 동안 학생들은 각자 교과서 본문을 읽는다. 이때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핵심 단어를 5개 골라 동그라미 표시한다.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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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진행 단계  ◇

 1   각 모둠에게 A3용지, 풀, 가위를 나누어 준다.

 2   모둠원과 서로 선택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공유한다. 

  [ Tip! ]

	 	 • 각	단어를	핵심	단어로	선택한	이유도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3   각자 선택한 핵심 단어를 모은 다음 상의하여 12개로 단어를 추린다.

 4   최종 선택한 12개 단어를 ‘Worksheet 1’의 제시된 칸에 적는다. 가위로 각 칸을 잘라 단어 카드 12장을 만

든다.

 5   완성한 단어 카드의 순서를 섞은 다음 옆 모둠과 교환한다.

 6   옆 모둠에서 받은 단어 카드를 펼치고 모둠별로 상의하여 단어 카드 순서를 정한다.

 7   단어 카드와 배치 순서를 토대로 본문 요약 문장을 구상한다.

 8   요약문 구상이 완성된 모둠은 A3용지에 단어 카드를 풀로 붙이고 요약 문장을 펜으로 적어 요약문을 완성

한다. 

1. ‘Worksheet 1’은 두꺼운 색지에 출력하여 준비하자.

  ‘Worksheet 1’은 요약문에 사용할 단어 카드이므로 두껍고 색이 들어간 용지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특

히 A3용지에 단어 카드를 붙였을 때 단어 카드에 색이 있으면 핵심 단어가 눈에 잘 띄어서 본문 학습에 

도움이 된다. 또 색지에 출력하여 나누면 학생들이 더 신중하게 적는 경향도 있다. 

2.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현도 단어 카드 한 장에 적을 것을 알려 주자. 

  활동을 하다 보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숙어를 단어 카드 한 장에 적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단어 카드 한 장에 적으라고 공지하고 칠판에도 기재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활동 꿀팁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때 ‘O/X’ 문제, 내용 이해 문제 등을 많이 이용

한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수동적인 참여를 이끈다. 필자는 ‘Writing a Summary with 

Keywords’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직접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단어를 추리고 요약문을 

완성하게 하였다. 같은 본문을 보면서 각 모둠원이 뽑은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점, 옆 모

둠이 뽑은 단어로 요약문을 만든다는 점 등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사소

통을 했다. 작은 일이지만 학생들은 직접 단어 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는 과정

을 즐겼다. 단어 카드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요약문을 생각하는 단계에서도 다양한 아

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 활동을 하며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최종 요약

문에 적용되면서 학생들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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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 Writing a Summary with Keywords  <

Class:    Group: 

•이 자료의 한글 파일은 Y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경로: Y클라우드 사이트 → 특화자료 → 과목별 자료실: 영어 → magazine Y클라우드(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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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교과서 본문을 읽고 핵심 단어 5개를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2.   [모둠]   각 모둠원이 선택한 단어 5개를 공유하고 반복되거나 중요한 단어를 총 12개 선별하세요.  

그 다음 아래 칸에 하나씩 쓰세요.

3.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서 단어 카드 12장을 만들고 순서를 섞으세요. 그 다음 옆 모둠과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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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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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부분을	채워	넣자!	

oops!		
i	spilled	Milk!

다섯 번째 우수작: ‘Post-reading’ 활동

고나형 선생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활동 결과에 따라 보상을 주면 활동 시작 전부터 어떤 학생이 보상을 받을지 정해지는 때가 있다. 학생들

의 영어 실력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이 독점적으로 활동 결과를 만들

어 내고 주변 학생들은 그저 바라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은 과업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

용을 넘어서는 영어 실력을 요구할 때 나타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학

생들이 배움의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최대한 기본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모

둠 활동에 기여할 수 있고 학습 정도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려고 노력한다. 

‘Oops! I Spilled Milk!’는 ‘Post-reading’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

에 활기를 불어 넣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는 모둠 활동으로 각 모둠원이 본문을 나누어 암기한 다음 돌

아가면서 본문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본문에 우유를 쏟아 글이 보이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설정으로 학

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획 의도

활동 방법

◇ 활동 준비 단계  ◇

 1   선생님은 교과서 본문 내용을 ‘Worksheet 1’과 같이 준비한다.

  [ Tip! ]

	 	 • 우유가	쏟아진	부분에	핵심	단어나	주요	문법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편집하면	좋다.

 2   활동할 모둠 수만큼 ‘Worksheet 1’을 A3용지 크기로 출력한다.

 3   모둠(5명)을 구성하고 ‘Worksheet 1’ 한 장을 펼쳐서 보여 준다. 선생님은 본문에 우유가 쏟아져서 

내용이 지워졌다는 상황을 말하며 각 모둠이 지워진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알려 준다.

 4   5분 동안 학생들은 교과서 본문을 보며 암기한다. 그 동안 선생님은 각 벽면에 ‘Worksheet 1’을 붙

이고 어떤 모둠의 것인지 표시한다.

 [ Tips! ]

	 1.	모둠원	한	명씩	나와서	지워진	부분을	채울	예정이므로	서로	본문을	배분하여	외우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2.	지워진	부분의	위치를	미리	볼	수	없게	‘Worksheet	1’을	테이프로	살짝	붙여	반으로	접어	둔다.

 5   각 모둠은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적을 순서를 정한다. 

Resources 학습자 중심 영어 활동: �우수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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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진행 단계  ◇

 1   선생님은 스톱워치를 1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2   선생님이 “Start!”라고 말하면 첫 번째 순서를 맡은 학생이 나와 

빈 부분에 내용을 적는다. 이때 다른 모둠원과 의논할 수 없고 오

직 자신이 외운 내용을 토대로 적어야 한다.

  [ Tip! ]

	 	 •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한다.

 3   1분이 지나면 각 학생은 모둠으로 돌아간다. 모둠으로 돌아온 상

태에서는 교과서를 펼쳐 볼 수 있고 모둠원과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4   다음 순서 학생을 준비시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본문

을 완성시킨다.

 5   본문이 완성된 다음 옆 모둠과 서로 교환하여 채점한다. 

1. 활동 시작 전에 활동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주자.

  시간을 재며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면 수업 분위기가 

쉽게 흐트러진다. 선생님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Worksheet’를 보여 주며 모둠원이 한 명씩 나와서 

빈 부분을 채울 것이라고 알려 준다.

2. 나가서 적는 활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각자 나가서 빈 부분에 내용을 적을 때 자신이 틀리게 적었거나 혹은 모둠원이 잘못 쓴 내용 등을 수정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모둠으로 돌아왔을 때 모둠원과 함께 “이 내용이 빈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 

혹은 “이 부분은 잘못 적혀 있었어.” 등과 같이 자연스러운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

활동 꿀팁

정적인 학교생활로 엉덩이가 무거워진 학생들에게 활력을 주는 활동이다. 특히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어진 내용만 열심히 외우면 모둠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 덕분에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화면에 띄운 스톱워치와 1분이 끝났음을 알리는 알람 

소리 등이 긴장감을 만들어 주었고 학생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실수 없이 적기 위해 집중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본문을 완성한 다음 모둠별로 교환하여 채점하게 했더니 본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채점 도중 글씨나 철자 오류 등 논란이 생기면 실

제 학교 서술형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떠올리며 채점하라고 했

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채점할 때 겪

는 고충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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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1]

> Oops! I Spilled Milk!  <

Class:    Group: 

•YBM 중2 영어(박준언)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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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우유를 쏟아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지워진 부분을 완성하세요.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caused many changes in our lives 

so far. In the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will make more changes. Let’s see 

what our lives may be like in the near future.

Sangho in the Shopping Center

Shopping is much easier. There are no lines and no counters. Sangho enters 

a shop with his smartphone which has a special shopping app. In the shop, he 

takes the items he wants. The items are automatically added to a virtual card on 

his smartphone. If Sangho puts an item back, it is automatically removed from 

his list of purchases. When he finishes shopping, Sangho does not need to wait 

in line to pay. His virtual card adds up all the prices and will charge him later. 

Isn’t that fancy?

Sumin'S 3D printeD houSe anD ClotheS

Sumin lives in a 3D printed house. Building a 3D printed house is faster and 

cheaper than building a house with traditional methods. Sumin’s house looks 

fantastic because of its unique design. A 3D printer can produce house shapes 

that people cannot make with traditional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Sumin also likes to make her clothes at home by using a 3D printer. She can 

choose colors and materials and can design clothes that fit her body and suit 

her tastes.            Sumin is now a fashion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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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 중2 영어(송미정)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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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 2]

> Oops! I Spilled Milk!  <

Class:    Group: 

◎ 실수로 우유를 쏟아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지워진 부분을 완성하세요.

Have you been to Bukchon? There is a beautiful hanok village in Bukchon. It is 

popular with tourists who want to see Korea’s past. However, not many people 

know that Bukchon was created through one man’s efforts. That man was Jeong 

Segwon, known as the King of Architecture in Gyeongseong. 

Jeong Segwon was a businessman who founded Geonyangsa in 1920. At the 

time, Korea was ruled by Japan, and the Japanese were changing Gyeongseong 

to fit their taste. Many Japanese moving into Gyeongseong were building 

Japanese or Western houses. Jeong Segwon wanted to protect the hanok 

and help the suffering people. He said, “People are power. We Joseon people 

should keep Jongno and not let the Japanese set foot here.” He bought the land 

between Gyeongbokgung and Changdeokgung. There he built small, modern 

hanoks for the people. Through his efforts, we now have Bukchon filled with its 

beautiful hanoks.

Jeong Segwon help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y ways. For 

example, he built the office building for the Joseon Language Society and 

supported its efforts to keep the Joseon language alive. When the Joseon 

Language Affair happened, he was caught by the police and suffered a lot. 

Japanese officials pressed him to build Japanese houses. He said, “I don’t know 

how to build Japanese houses.” An official said, “You know how to build hanoks, 

so you can build Japanese houses, too.” But he did not do what the Japanese 

told him to do. The cost was high. His business fell off, and he lost his property. 

However, in part, thanks to Jeong Segwon, the traditions of Korea still live with 

u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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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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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되어 학급의 학습 수준에 맞게 활용 가능하다. 독해 활동이 끝난 다음, ‘초콜릿 먹기’ 게임하기, 나의 롤 모델 소개하기, 여

행 홍보 포스터 만들기 등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업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교과서 연계 주제

Extra Reading 
Materials

독일의 전통 놀이 ‘초콜릿 먹기’ 게임LEVEL 1

연계 활동   ‘초콜릿 먹기’ 게임하기

신문지에 싼 초콜릿을 벙어리장갑을 끼고 잘라 먹는 독일의 전통 놀이 ‘초콜릿 먹기’ 

게임을 소개하는 글이다. 지문을 읽고 모둠별로 ‘초콜릿 먹기’ 게임 방법을 영어로 적게 

하자. 선생님과 함께 게임 방법을 확인한 다음 신문지에 싼 초콜릿, 모자, 스카프, 벙어

리장갑, 칼, 포크, 주사위를 준비하여 ‘초콜릿 먹기’ 게임을 진행해 보자. 

•YBM 중1 영어(박준언) 7과[전통 놀이] 확장 리딩

재산의 99%를 기부한 사업가 Chuck FeeneyLEVEL 2

연계 활동   나의 롤 모델 소개하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미국인 사업가 Chuck Feeney를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Bill 

Gates와 Warren Buffet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기도 하다. 지문을 읽은 다음 모둠별로 각자 

닮고 싶은 인물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자. 모둠별로 인물을 한 명 골라 모둠의 롤 

모델을 정한 다음 그 인물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게 한다. 조사할 때는 내용을 세분화하

여 각자 인물의 유년 시절, 업적, 사진 및 동영상, 발표 등을 맡게 하자. 

•YBM 중1 영어(박준언) 8과[우분투 정신] 확장 리딩

가족과 함께 떠난 싱가포르 여행기LEVEL 3

연계 활동   여행 홍보 포스터 만들기  

가족과 싱가포르 여행을 가서 체험한 것을 쓴 기행문이다. 싱가포르 명소인 Gardens 

by the Bay, Sentosa Island, Little India를 소개하고 있다. 지문을 읽은 다음 여행 홍

보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모둠별로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고 그곳의 명소와 대표 

음식 등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게 한다. 완성한 다음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가장 가

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투표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e.g. 스페인: 구엘 공원(명소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명소 2), 파에야(대표 음식) 

•YBM 중1 영어(송미정) 9과[여행] 확장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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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있는 주제의 리딩 자료를 소개한다. 각 지문은 사회적 이슈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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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스웨덴 교육 철학을 소개하는 편지 쓰기, 세계의 겨울 축제 소개하기, 여행사 역할 놀이하기 등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자.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시의성 있는 주제

26     27

스웨덴 교육 철학: 나쁜 옷은 있지만 나쁜 날씨는 없다! LEVEL 1

연계 활동   스웨덴 교육 철학을 소개하는 편지 쓰기 

스웨덴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옷만 

잘 갖추어 입고 야외 활동을 하면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다

고 설명한다. 지문을 읽은 다음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Mrs. Kim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해 보자. 모둠별로 편지 내용을 구성하되 지문에 제시된 스웨덴의 교육 철학을 

포함하게 한다. 편지를 완성하고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하게 하자. 

세계적인 겨울 축제,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 LEVEL 2

연계 활동   세계의 겨울 축제 소개하기

매년 1월 말부터 열흘 이상 지속되는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를 소개하는 글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나라별 겨울 축제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해 보자. 모둠별로 조사할 나

라를 선정하게 한 다음, 각 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만들게 

하자. 선생님은 브로슈어 예시를 학생들에게 미리 보여 주며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좋을

지 방향을 잡아 준다. 완성한 브로슈어는 교실 뒤에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볼 수 있게 전

시하자. 

e.g. 중국 하얼빈 국제 빙설제, 노르웨이 오로라 축제, 캐나다 몬트리올 빛의 축제

아이슬란드로 오로라 여행을 간다면 언제가 적기일까? LEVEL 3

연계 활동   여행사 역할 놀이하기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보려면 추운 날씨에 하늘이 맑고 어두운 늦가을부터 이른 

봄이 가장 좋다는 내용의 글이다. 지문을 읽은 다음 짝과 영어로 역할 놀이를 해 보자. 

한 명은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여행사 직원이 되고, 한 명은 아이

슬란드 오로라 여행을 고민하는 고객 역할을 하게 한다. 짝과 생각을 나누어 영어로 

대본을 만들고 연습할 시간을 준다. 이때 여행사 직원은 아이슬란드 오로라 여행의 적

기와 준비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짝별로 교실 앞에 나와 역할 놀

이 발표를 진행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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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schokoladenesse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즐기는 놀이이다.

② 모자와 목도리, 벙어리장갑을 사람 수에 맞추어 준비한다.

③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 6이 나오면 게임이 시작된다.

④ 벙어리장갑을 끼고 포크와 칼로 초콜릿을 잘라서 먹어야 한다.

⑤ 준비한 초콜릿을 다 먹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

2 윗글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when 

② until
③ where
④ as
⑤ if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If there is a contest for eating the most chocolate, are you confident to win 

the game? In Germany, people enjoy this traditional game, ‘schokoladenessen,’ 

which means eating chocolate. To play the game, you need a bar of chocolate, a 

hat, a scarf, mittens, a knife, a fork, and a dice. The chocolate bar is wrapped in 

several layers of newspaper. All of these items are put in the center of a table. 

People sit around the table and take turns rolling the dice. When someone gets 

a 6, the race begins. When you get a 6, you must wear the hat, the scarf, and 

mittens. Then try to cut off a piece of chocolate with the knife and fork. The 

goal is to eat all of the chocolate. Meanwhile, the others continue to roll the dice. 

When another person gets a 6, you stop eating the chocolate and take off 

all the items. While the second person puts on the hat, the scarf, 

and mittens, and begins eating the chocolate bar, the rest of 

the people continue to roll the dice again. The process repeats 

(A)  all of the chocolate is eaten.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1 교과서 연계 주제: YBM 중1 영어(박준언)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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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Why are Bill Gates and Warren Buffett famous?
② How did Chuck Feeney make a lot of money?
③ What did Chuck Feeney do with his fortune?
④ Which countries did Chuck Feeney help?
⑤ What does the Atlantic Philanthropies do?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Do you know Bill Gates or Warren Buffett? They 

are well known to be super-rich. Both are famous and 

respected worldwide because they give away their 

fortune to others. They have one more thing in common: 

a common role model, Chuck Feeney.

Chuck Feeney founded a duty-free shopping mall and made a lot of money. 

Although he became a billionaire, he didn’t use his money. People said he 

was such a stingy person. However, later when his shopping mall was sold, a 

secret account book ⓐ discovered. Feeney had secretly transferred money to a 

foundation, the Atlantic Philanthropies. This foundation had given away $7.5 

billion to support education, human rights, and healthcare around the world. 

Feeney, a billionaire, didn’t own a car or a house for ⓑ himself but used almost 

all of his money for others in need. No one has ever donated ⓒ such a large 

fortune while they are still alive. After his good deed was uncovered, he didn’t 

stop sharing his fortune. By this time, he had given away 99% of his money. He 

said, “I had one idea ⓓ that never changed in my mind — that you should use 

your wealth ⓔ to help people.”

Resources Reading Plus LEVEL 2 

*philanthropy 자선 사업     *deed 행동

listen to mp3

교과서 연계 주제: YBM 중1 영어(박준언)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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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1 윗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A) - (B) - (C) ② (B) - (C) - (A)

③ (B) - (A) - (C) ④ (A) - (C) - (B)

⑤ (C) - (B) - (A)

2 윗글의 ⓐ와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① They ② Those ③ These ④ There ⑤ It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My family and I recently went to Singapore on holiday. 

ⓐ  was so much to do in Singapore, and it was truly 

a wonderful place.

(A)  The following day, we went to Little India. The beautiful temple and colorful 

clothes were interesting, but I enjoyed the authentic Indian meal the most. 

My mouth waters when I think about the delicious food. 

(B)  On the first day, we went to Gardens by the Bay. It is a garden full of tropical 

trees and plants. ⓑ  are also gigantic man-made trees. These 

super trees reach up to 50 meters, and two of them are linked by a walkway 

in the air. On the walkway, we saw stunning views of the Singapore skyline. 

We waited for an hour to see the light show. Unfortunately, my baby brother 

felt ill and began to cry hard. So we had to leave the garden. I felt very sad 

to miss the light show.

(C)  My baby brother felt better the next day, and we could 

go to Sentosa Island. Sentosa is Singapore’s most popular 

island resort. While we were there, we visited Universal 

Studios Singapore, the movie-themed entertainment park. 

We spent almost the entire day at the park. My favorite 

ride was the 3D indoor roller coaster. It was really fun and 

thrilling.

listen to mp3

LEVEL 3 교과서 연계 주제: YBM 중1 영어(송미정) 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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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윗글을 읽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Children’s Healthcare in Sweden
② How to Dress for Winter in Sweden
③ Why Kids in Sweden Play Outside in Cold Weather
④ Secrets of the Immune System
⑤ Creativity: The Key to the Future World

2 윗글의 밑줄 친 (A)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do ② study ③ show ④ help ⑤ have

listen to mp3

Resources Reading Plus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Mrs. Kim and her family moved to Sweden last 

month. One freezing day, she was shocked to see her 

3-year-old daughter, Sunny, hanging out with her 

friends in the outdoor playground in the kindergarten. 

The temperature was 10 below zero with strong wind 

and even some snow! In such cold weather, young kids should be kept indoors, 

she thought. Unlike Mrs. Kim, other mothers and teachers in the kindergarten 

didn’t care about the weather at all.

Swedish people say, “There’s no such thing as bad weather, only bad 

clothes.”  That means, “Just go outside.” No matter how bad the weather is, you 

can go out with proper clothes. They believe outdoor activities in cold weather 

strengthen their immune systems and make kids adjust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many education experts say playing 

outside helps little children widen their vision and develop 

creativity. That is why preschoolers in Sweden play outside, 

climb trees, and look for earthworms rather than learn how to read 

and write. With warmer clothes and freer minds, kids in Sweden  

(A) get more time to develop healthy bodies and creative thoughts.

*immune system 면역 체계

LEVEL 1 시의성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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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베니스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별명이 많다.

② ‘Carnival of Venice’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③ ‘Carnival of Venice’의 시작일은 해마다 달라진다.

④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 신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동했다.

⑤ 옛날 장인들이 기술을 뽐내기 위해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Venice is a city in northeastern Italy. Because the 

city was ⓐ built on the water, it has many nicknames 

such as ‘City of Water,’ ‘City of Bridges,’ and ‘The 

Floating City.’ Venice is also known ⓑ as ‘City of 

Masks.’ What have masks got to do with the city? It’s because of the Carnival 

of Venice, an annual festival held in Venice. The beginning of the carnival 

changes every year, but normally it starts late January and lasts for more than 

10 days. People enjoy traditional games, plays, and fireworks. But the highlight 

of the festival is the costume contest where people put on beautiful masks and 

fancy clothes. In fact, people wear masks ⓒ covering their faces throughout 

the festival period. The mask-wearing tradition dates back to the 12th century 

when this world-famous festival began. Back then, there were strong social class 

hierarchies in Europe. ⓓ By covering their faces with masks, people could dress 

and act as they liked. They felt free to act differently from ⓔ what they normally 

should do according to their gender, profession, and social class. Up to the 

present day, this tradition has continued and attracted millions of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visit the city and enjoy this festival.

listen to mp3

시의성 있는 주제

1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LEVEL 2 

*hierarchy 계급,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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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ading Plus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32     33

listen to mp3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 Time and weather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② In summer, the chance to see the aurora diminishes. 
③ The aurora is less likely to appear on cold nights.
④ Iceland is located in the Atlantic ocean.
⑤ Winter is the most recommended season to see the aurora.

2 윗글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persuasive ②  instructive ③ imaginative
④ critical ⑤  informative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There are two major things you need to consider when you plan to see the 

northern lights known as the aurora in Iceland. The first thing is the time. In summer, 

your chances to see the aurora will be almost non-existent. You are able to see the 

aurora better when the night sky is clear and dark, and summer has the longest days 

and shortest nights. That is, you will have the least chance to see the aurora, and all 

that you will see is a faint glow. Autumn also has relatively long days so you cannot 

see the aurora properly. 

Then, when is the best season to see the aurora? Late fall through the winter and 

early spring is recommended. Because the nights in winter are the longest and coldest, 

it is the most ideal condition for seeing the aurora.

Weather is the next important factor. Iceland is subject to fierce and rapidly 

changing weather because it is a small north Atlantic island. In order to see the aurora, 

the weather needs to be cold. It’s because the skies are likely to be clear on cold nights. 

However, on warmer nights, it often rains, or a bit of cloud would cover the sky. 

매거진201911월-중등-4.indd   33 2019. 10. 22.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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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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Q1.	Yes.	/	음악을	중시하는	어머니	덕분에	Charlie	Puth는	음악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다.	
Q2.	Yes.	/	영화	제작진	요청으로	쓴	곡으로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를	떠올리며	앉자마자	작곡했다고	한다.

Q1. Charlie Puth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Yes. / No.

Q2.   Charlie Puth의 대표곡 ‘See You Again’은 영화 ‘분노의 질주 7’ 촬영 당시  Yes. / No.

 사망한 Paul Walker를 추모하는 노래이다. 

Video

by
Charlie Puth

One Call 
Away 

Trend 
    Fun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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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과 워크시트를 한 장씩 나누어 갖고 노래를 들으며 빈칸을 채우세요. 그 후, 서로의 워크시트를 보며 정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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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oints in a Pop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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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동사: 동사 give, send, read, write 등

은 목적어 두 개를 써서 ‘~에게 ...을 주다/보내

다/읽어 주다/쓰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I just wanna give you love.
나는 그저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형태 	 	수여동사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뜻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하다

[Worksheet A 정답]

save,	friend,	give,	chance,	alone,	nothing,	scared,	free,	anywhere,	stay,	smile

[Worksheet B 정답]

there,	need,	love,	take,	matter,	me,	along,	set,	make,	whil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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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I	sent	 . 

(a	Christmas	gift,	my	grandmother,	the	other	day)

He	read	 . 

(a	storybook,	yesterday,	his	son)

She	wrote	 . 

(yesterday,	her	best	friend,	a	birthday	card)

I	gave	my	mom	a	bunch	of	flowers	yesterday.

(yesterday,	a	bunch	of	flowers,	my	mom)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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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을게요.

Superman got nothing on me.
슈퍼맨도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친구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전화해요.

I just wanna give you love.
나는 그저 당신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Come on, come on, come on.
어서요.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으니 기회를 잡아요.

No matter where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 

you know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을게요.

Superman got nothing on me.
슈퍼맨도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Come along with me and don’t be scared.
나와 함께 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I just wanna set you free.
나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해 주고 싶어요.

Come on, come on, come on.
어서요.

You and me can make it anywhere.
당신과 나는 어디서든 해낼 수 있어요.

But for now, we could stay here for a while.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잠시 머물러도 돼요.

‘Cause you know I just wanna see you smile.
나는 그저 당신의 미소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잖아요.

◎ ‘One Call Away’ 가사 및 해석

No matter where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 

you know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을게요.

Superman got nothing on me.
슈퍼맨도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And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당신이 약해지면 내가 강해질 거예요.

I’m gonna keep holding on.
내가 계속 잡고 있을게요.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And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just run into my arms.
그냥 내 품에 안겨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을게요.

Superman got nothing on me.
슈퍼맨도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only one,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당신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있을게요.

Superman got nothing on me.
슈퍼맨도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I’m only one call away.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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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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1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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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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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쪽

[1-2]   

해석

만약 가장 많은 초콜릿 먹기 대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경기

를 이길 자신이 있는가?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초콜릿 먹기를 

뜻하는 ‘schokoladenessen’ 전통 놀이를 즐긴다. 이 놀이를 하

려면 초콜릿 바, 모자, 목도리, 벙어리장갑, 칼과 포크, 주사위

가 하나씩 필요하다. 초콜릿 바는 여러 겹의 신문으로 싸여져 

있다. 이 모든 물건들은 탁자 가운데에 놓는다. 사람들은 탁자

에 둘러앉아 순서대로 주사위를 굴린다. 누군가 숫자 6이 나오

면 경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숫자 6이 나왔다면, 모자와 목

도리, 벙어리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여 초콜릿 한 조각을 잘라낸다. 목표는 초콜릿을 모두 

먹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린다. 또 다른 사람이 숫자 6이 나오면, 여러분은 초콜릿 먹

는 것을 멈추고 모든 물품을 벗어 놓는다. 두 번째 사람이 모자

와 목도리, 벙어리장갑을 끼고 초콜릿 바를 먹기 시작하는 동

안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주사위를 굴린다. 이 과정은 초콜릿

을 다 먹을 때까지 반복된다.

정답 및 해설

1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②

  모자, 목도리, 벙어리장갑은 한 세트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2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②		

  초콜릿을 다 먹은 순간에 게임이 끝나므로 빈칸에는 

‘until(~할 때까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2 29쪽

[1-2]   

해석

여러분은 Bill Gates와 Warren Buffett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굉장한 부자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다. 그들은 공통점을 한 가지 더 갖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롤 

모델 Chuck Feeney이다. 

Chuck Feeney는 면세 쇼핑몰을 설립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돈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정말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에 그의 쇼핑몰이 팔

렸을 때, 비밀 회계 장부 하나가 발견되었다. Feeney는 Atlantic 

Philanthropies라는 재단에 몰래 돈을 보내왔던 것이다. 이 재

단은 전 세계의 교육과 인권, 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75억 달

러의 돈을 기부해 왔다. 

억만장자인 Feeney는 그의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의 돈 대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

해 사용하였다.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한 사

람은 없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지고 나서도 그는 자신의 부를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돈 99%를 

기부하였다. 그는 “내 마음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

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부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답 및 해설

1 언급 되지 않은 내용 고르기 

	 | 정답 |	④

  Chuck Feeney가 전 세계의 교육과 인권, 의료 지원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답할 수 없는 질

문은 ④ ‘Chuck Feeney는 어느 나라들을 도왔는가?’이다.

 ① Bill Gates와 Warren Buffett은 왜 유명한가?

 ② Chuck Feeney는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는가?

 ③ Chuck Feeney는 자신의 부로 무엇을 했는가?

 ⑤ Atlantic Philanthropies 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Reading Plu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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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된 말 고르기 

	 | 정답 |	①

  비밀 회계 장부가 발견되어진 것이므로 수동태인 ‘was 

discovered’로 써야 한다. 

 ②   주어가 Feeney이고 그 자신을 지칭하므로 재귀대명사 

‘  himself  ’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③   「such + 관사 + 형용사 + 명사」 표현으로 ‘그 정도로 ~한 

...’이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다. 

 ④   여기서 ‘that’은 ‘one idea’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다. 

 ⑤   ‘사람들을 돕기 위해’라는 의미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

법에 해당한다. 

교과서 연계 주제: level 3 30쪽

[1-2]   

해석

나는 최근에 휴일을 맞아 가족과 싱가포르에 갔다. 싱가포르

에서는 할 것들이 아주 많았고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었다.  

(B) 첫째 날, 우리는 Gardens by the Bay에 갔다. 그곳은 열

대 나무와 식물들로 가득 찬 정원이다. 그곳에는 거대한 인공 

나무들도 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높이가 50미터나 되고, 

그 중 두 그루는 공중에서 길로 연결되어 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멋있는 스카이라인을 보았다. 우리는 조

명 쇼를 보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 유감스럽게도, 내 

어린 남동생이 아파서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원을 떠나야 했다. 나는 조명 쇼를 보지 못해서 정말 아

쉬웠다. 

(C) 다음 날 남동생이 괜찮아져서 우리는 Sentosa 섬으로 갈 

수 있었다. Sentosa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섬 리조트

이다.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영화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인 

Universal Studios Singapore를 방문했다. 우리는 그 놀이공

원에서 거의 하루를 다 보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기구

는 3D 실내 롤러코스터였다. 그것은 정말 재미있고 스릴 넘

쳤다. 

(A) 다음 날, 우리는 Little India로 갔다. 아름다운 사원과 알

록달록한 옷들이 흥미로웠지만 나는 인도 고유의 음식을 가

장 즐겼다. 그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인다. 

정답 및 해설

1 글의 순서 고르기

	 | 정답 |	②

  이 글은 싱가포르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여행기이다. 주어

진 글에 이어질 첫 번째 단락은 ‘첫째 날’로 시작하는 (B)가 

와야 하고, 끝 부분에서 남동생이 아팠다고 했는데, (C)에서 

남동생이 괜찮아졌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C)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지막으로 ‘다음 날’로 시작하

는 (A)가 오는 것이 내용 흐름상 적절하다.

2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④

  ⓐ는 ‘~이 있었다’, ⓑ는 ‘~이 있다’로 해석되는 문장이므로 

빈칸에는 유도부사 ‘  There’가 들어가야 한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1 31쪽

[1-2]   

해석

김 씨와 그녀의 가족은 지난달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정말 추운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세 살짜리 딸 Sunny가 유치원의 야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기온은 영

하 10도였고 강한 바람에 눈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런 추운 날

씨에 어린아이들은 실내에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김 

씨와 달리, 다른 엄마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은 날씨에 대해서 전

혀 신경 쓰지 않았다. 

스웨덴 사람들은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옷이 있을 뿐이다.”라

고 말한다. 그 말은 “그냥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다. 날씨가 아

무리 나빠도 적절한 옷을 입으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 하는 야외 활동이 그들의 면역 체계를 강하

게 하고 아이들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고 믿는다. 게다

가,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밖에서 노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시야

를 넓혀 주고 창의성을 발달시킨다고 말한다. 그것이 스웨덴의 

유치원 학생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보다 야외에서 놀고, 나

무를 타며 벌레를 찾는 이유이다. 스웨덴 아이들은 더 따뜻한 

옷과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몸과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

시키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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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제목 찾기 

	 | 정답 |	③

  이 글은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겨울에 아이들의 야

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며 아이들의 면역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스웨덴의 교육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

러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스웨덴 아이들은 왜 

추운 날씨에 밖에서 노는가’이다.  

 ① 스웨덴에서의 아이들 건강 관리

 ② 스웨덴에서 겨울에 옷 입는 법 

 ④ 면역 체계의 비밀 

 ⑤ 창의성: 미래 세계의 열쇠 

2 적절한 말 고르기  

	 | 정답 |	⑤

   (A)에서 ‘get’은 ‘얻다, 갖다’의 의미이다. ‘건강한 몸과 창의적

인 생각을 발달시키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는 뜻이므로 

여기서 ‘get’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는 ‘갖다’라는 의미의 ‘have’

이다. 

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2 32쪽

[1-2]   

해석

베니스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그 도시는 물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물의 도시’, ‘다리의 도시’,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와 같이 별명이 많다. 베니스는 또한 ‘가면의 도시’

로도 알려져 있다. 도대체 가면이 이 도시와 무슨 관련이 있을

까? 그것은 베니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인 ‘베니스의 축제

(사육제)’ 때문이다. 축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매년 달라지지만, 

보통 1월 말에 시작하여 열흘 이상 지속된다. 사람들은 전통 

놀이와 연극, 불꽃놀이를 즐긴다. 그러나 이 축제의 하이라이

트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면과 화려한 옷을 입는 의상 경연이

다. 사실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쓰는 전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축제

가 시작된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유럽에 강력한 

사회 계층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가면으로 그들의 얼굴을 가림

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행동할 수 있었다. 그들

은 자신의 성별, 직업, 사회적 계층에 따라 평소에 행동해야 하

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며 자유를 느꼈다. 이 전통은 오늘날

까지 계속되었고 도시를 방문하여 이 축제를 즐기려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였다. 

정답 및 해설

1 잘못된 말 고르기 

	 | 정답 |	③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것이므로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① 도시는 지어진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as’는 전치사로 ‘~로서’의 의미이다. 

 ④   ‘By’는 전치사로 ‘~함으로써’의 의미이다. 

 ⑤   ‘what’은 전치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2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⑤

  장인들이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가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별, 직업,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행

동하려고 가면을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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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있는 주제: level 3 33쪽

[1-2]   

해석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로 알려진 북극광을 보려고 계획한다

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는 시간이다. 

여름에는 오로라를 볼 기회가 거의 전무할 것이다. 밤하늘이 

맑고 어두울 때 오로라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여름의 낮은 길

고 밤은 짧다. 즉, 여러분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적고 여러분이 보게 될 전부는 희미한 빛 정도이다. 가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이 길기 때문에 오로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오로라를 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 늦가

을부터 겨울을 지나 이른 봄까지를 추천한다. 겨울밤은 가장 

길고 춥기 때문에 오로라를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다. 

날씨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

의 작은 섬이기 때문에 날씨가 거칠고 변화가 급격하다. 오로

라를 보기 위해서는 날씨가 추워야 한다. 날씨가 추운 밤에 하

늘이 맑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뜻한 밤에는 종종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1 잘못된 내용 고르기 

 | 정답 |	③	

  오로라는 밤하늘이 맑고 어두우며 날이 추울 때 잘 보인다

고 했다. 따라서 ③ ‘오로라는 추운 밤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적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시간과 날씨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② 여름에는 오로라를 볼 기회가 줄어든다.

 ④ 아이슬란드는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다. 

 ⑤ 겨울이 오로라를 보기에 가장 권장되는 계절이다. 

2 글의 성격 고르기 

 | 정답 |	⑤

  이 글은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인 시간과 날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

서 글의 성격은 ⑤ ‘유용한 정보를 주는(informative)’이 알

맞다.

 ① 설득하는 

 ② 교훈적인

 ③ 상상력이 풍부한 

 ④ 비판적인 

매거진201911월-중등-4.indd   47 2019. 10. 22.   오후 2:30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y

•스마트 교실, 모바일 통합 서비스로 수업 업그레이드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 자료와 과목별 특화자료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통합뷰어와 문제은행           

•‘클래스카드’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영어 단어장 서비스

YBM이 만든 교사 지원 사이트

Y클라우드 www.ybmcloud.com
YBM이 만든 교사 지원 사이트

클래스카드 www.classcard.net
우리반 단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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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암기학습 / 리콜학습 / 스펠학습 / 매칭 게임 그리고 퀴즈 배틀까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y클라우드 광고최종.indd   1 2019. 5. 16.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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