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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 is...

클라이언트의 미래가

빛나길 바랍니다

+  풍부한 경험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겸비한 인애드의 18년

오랜기간 숙련된 베테랑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경험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감각적이고 

아트적인 디자인 능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수행 프로젝트의 성공 

실적은 인애드만의 독창적인 능력과 역량을 보여 준다고 자부합니다. 시작에서 종료까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읽고 Need를 아는 인애드 진실 가치

디자인에 진심과 열정을 담아 인애드만의 노하우로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우리의 디자인이 살아 숨쉬고 따뜻한 세상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인애드는 진실되고 가치있는 결과물을 고집합니다. 

+ 클라이언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인애드의 Vision

현대 사회의 중심적 사고가 양적추구에서 질적추구의 형태로 변모하면서 소비시장에도 제품 

자체의 물적가치보다는 존재의미를 중시하는 정보가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독창적 이미지 개발과 분별있는 차별화 전략에 특별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쉽은 클라이언트의 고부가가치의 창출입니다. 

+  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창작물의 가치를 고집하는 인애드  
소중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History inad 

인애드는 2001년 설립 이후 18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디자인 전문 

회사입니다. 디자인 기획 영역, 편집 디자인, 학원물 편집 디자인,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등을 통해 디자인 영역 복합의 전문 회사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YBM시사와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년간 

만들어낸 디자인 결과물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2006년 언어세상, 2010년 

아발론교육, 2010년 EBS, 2011년 해양수산부, 2012년 피어슨코리아, 

다담교육의 계약 체결로 국내 유수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파트너쉽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설된 캐릭터 콘텐츠 사업부는 현재 지속적인 

자사의 창작 캐릭터 개발로 18개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산하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국내와 해외 전시및 비즈니스를 통해 라이센싱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 립 일

2001.  인애드 설립 / 신상진 대표

2001. YBM시사 디자인업체 체결

2001. 캐릭터콘텐츠사업부 신설

2001. 국산 창작 캐릭터 개발 / 블루외 1종

2006. ㈜언어세상 디자인업체 체결

2007. ㈜아발론교육 디자인업체 체결

2010. EBS 공식 디자인업체 체결

2011. 해양수산부 디자인업체 체결

2012. ㈜피어슨코리아 계약체결

2012. ㈜다담교육 디자인업체 체결

2014. 국산 순수 캐릭터 15종 보유, 관리

연혁

신 상 진 대표

•대림대학교 공학계열 토목환경과 졸업

•성신문화인쇄 영업부 (신라명과, 삼성제약 영업관리)

•삼양스크린 영업부 (대웅제약, 하이트맥주 외 영업관리)

•삼양프로넷 영업부 대리 (폴리그램, 지구래코드 외 음반사 6개 업체 관리)

•삼양디엔피 영업부 과장 (YBM시사영어사, 웅진출판사 외 출판사 관리)

•현 인애드 대표 (YBM시사영어사, EBS, 아발론 교육 외 출판사 관리)

인적사항



Business

Work Business 
디자인 기획, 편집 기획, 인쇄, 캐릭터 디자인 기획,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을 하는 토탈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 학원교육편집물 디자인 + 디자인 기획 (카탈로그 / 신문·잡지 광고 / 북커버)

+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CI / BI) + 인쇄종합서비스 (Total Printing Service)

+ Character Design + Character Design Licensing

편집 디자인

인쇄 종합
서비스

학원교육물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라이선싱

캐릭터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Character Business 

BANNY BROWN BILLBOBO TINA

[2015년 개발된 자사 캐릭터 ‘선글라스바니&프렌즈’는 국산 순수 창작 캐릭터로 SBA 

우수캐릭터콘텐츠상을 수상하였고 국내외 라이선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Staff inad

구 분 직 책 성 명 경 력 연락처

운영팀 대 표 신 상 진 19년 011-9268-3275

디자인팀

실장 이 미 라 17년 010-5064-3275

팀장 김 언 15년 010-6747-5469

기획프리 이 진 석 15년 010-5245-3150

프리랜서 조 선 영 15년 010-2733-1668

프리랜서 김 소 연 12년 010-7680-7104

프리랜서 홍 정 표 16년 010-2452-7590

삽화프리 윤 영 철 15년 010-2313-2822

삽화프리 김 석 재 15년 010-9586-5186

직원현황

TRUST EFFORTSUCCESS



Process

프로세스 현황

•컴퓨터 11종  (맥킨토시 G4 4대, G5 1대 / PC 윈도우즈 XP용 1대, 윈도우즈 10용 5대)

•프린터 2종  (흑백레이저 G3, HP L5200 / 컬러레이저 SAMSUNG CLX-3180)

•스캐너 1종 (스캐너 EPSON 1250)

장비 현황
+ 운용 프로그램 (Mac)

•Quark 3.3 / 4.0 •포토샵 7

•일러스트 10 •기타 

+ 운용 프로그램 (PC)

•인디자인 CS 6   •포토샵 CS 6

•일러스트 CS 6   •기타 

제작의뢰

출력·인쇄제본 납품

기획 및 디자인

교정 및 교열

대 표
Marketing Manager

디자인

프린트

기획



Portfolio

Creative Design Agency

EDUCATION WORKS 
Books & Another

PRINT PRODUCT
Catalog/Poster/Leaflet

ADVERTISING  
Newspaper/Magazine 



EDUCATION Books
❶ EBS 파이널 프러포즈

❷ EBS 국공따

❸ EBS 한 장 수학

❹ EBS 자투리 핸드북

TV+인터넷강의

무료 제공

EBS Plus2(TV)

mid.ebs.co.kr(인터넷)

중학도

수학 (상)1

역시

(상)

수
학
1

수학 (상)1

정가 6,500원

ISBN 978-89-547-3950-4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중학사이트(mid.ebs.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home.ebs.co.kr/copyright,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2017
학

년
도

 수
능

대
비

정가 9,000원

ISBN 978-89-547-3943-6

국
어

윤
혜
정
의

2017학년도 수능 만점을 위해  스타강사 출동! 

국어

윤혜정의

EBS 국어영역 강사 윤혜정

윤혜정의

2017학년도 수능 만점을 위해  스타강사 출동! 

EBS 국어영역 강사 윤혜정

국어“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

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http://www.ebs .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❶

❸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

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home.ebs.co.kr/copyright,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 .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3,500원

ISBN 978-89-547-3905-4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자성어로

      수능 사자성어는 한 권으로 간단히 끝내자.

수능에	잘	나오는

 버스나 지하철로 등하교 할 때

 친구 기다릴 때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성공적인 학습 전략!

EBS 자투리 시간 활용 백서

수능에	잘	나오는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

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   홈페이지(http://www.ebs .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5,800원

ISBN 978-89-547-4027-2

표현 방법 알기

수능국어 독해력향상 프로젝트

국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1권

제

국·공·따 활용 매뉴얼

1  국·공·따를 몸에 붙이고 다닌다.

2  시간이 나는 대로 읽는다.

3  최대한 편한 자세로 읽는다.

4  손을 쓰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다.

5  하루 10분 읽는다.

6  훑어 보기, 자세히 보기, 머리로 정리 순으로 읽는다.

7  전날 본 걸 빠르게 다시 읽는다.

8  모르는 건 윤혜정 샘에게 질문하고 다시 읽는다.

9  힘들거나 귀찮을 땐 Never Too Late!를 속삭인다.

표현 방법 알기

수능국어 독해력향상 프로젝트

국어 공부 따로 하지 마라

1권

제

 윤혜정 선생님의 특별 강의

특집  웹툰작가 이가영(seri) 선생님의 테마카툰 

“춘향전과 판소리계 소설” 
칼럼  “국어가 어렵다고??”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떠먹는 수능·내신 대비

문학·비문학 독해 핵심원리 연습

운문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

산문 문학의 서술상의 특징

비문학(독서)의 내용 전개 방식

“국어 실력 하루아침에 늘지 않
는다

!”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떠먹는 수능·내신 대비

문학·비문학 독해 핵심원리 연습

운문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

산문 문학의 서술상의 특징

비문학(독서)의 내용 전개 방식

제1권 내용

1
제

권

표
현

방
법

알
기

❷

❹



EDUCATION Books
❶ EBS 1분 1개념

❷ EBS 징검다리

❸ EBS TV중학

❹ EBS 수능교과서 국어문법

❶

❸

❷

❹

★기본 개념을 튼튼히 하는 개념편, 유형별로 문제를 분석한 유형편

★실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문제 구성

TV+인터넷강의

무료 제공

EBS Plus2(TV)

mid.ebs.co.kr(인터넷)

중학도

수학 (상)1

즐겁게 공부하는 TV중학!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키워요!

즐겁게 공부하는 TV중학!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키워요!

수학 (상)1정가 7,500원

ISBN 978-89-547-3772-2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중학사이트(mid.ebs.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

수
학
1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home.ebs.co.kr/copyright,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 .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9,500원

ISBN 978-89-547-3840-8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home.ebs.co.kr/copyright,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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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 53

개념
분

현대소설 53

개념
분

현대소설 필수 개념을 빠르고 쉽게 기억하자!

  키워드로 딱딱! 이해하고 기억하자.

1분	POINT로	개념잡기

개념을 작품에 적용시켜 바로바로 이해하자!

  개념 하나하나를 작품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이해하자. 

작품의	핵심장면에	적용하기

개념 연결 문제를 풀어보며 개념 이해를 확인하고 실전에 대비하자!

  개념을 익히고 굳히고!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하자.

문항을	풀며	실전에	대비

교재에 실린 모든 작품을 한권에 모았다!

  개념도 알고 작품도 알고! 풍부한 해설로 모든 작품을 마스터하자! 

또	하나의	교재,	수록	작품	감상집

막연한 국어공부는 이제 그만!

확실한 개념학습으로 수능·내신을 대비하자!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home.ebs.co.kr/copyright, copyright@ebs.co.kr, 전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홈페이지(http://www.ebs .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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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8,000원

ISBN 978-89-547-3841-5

고등 영어의 시작
중학 영어의 완결

정가 5,800원

ISBN 978-89-547-4017-3

“EBS”와 는 EBS의 등록상표이며 본 교재의 저작권은 EBS에  

있습니다. EBS의 사전 허락 없이 EBS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본 교재를 

복제·변형하여 판매·배포·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제보
▶ 사이트  home.ebs.co.kr/copyright

▶ 이메일  copyright@ebs.co.kr

▶ 전   화  1588-1580

Ⓒ EBS, All rights reserved. 시청자센터 & 인터넷 VOD 문의
▶ TEL 1588-1580 (상담시간 09:00~24:00)

  교재 구입 문의
▶ TEL (02)526-2472 (상담시간 09:00~18:00)

  교재 내용 문의
▶   중학사이트(mid.ebs.co.kr)의 학습 

Q&A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입 배치고사 &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서

고등 영어의 시작
중학 영어의 완결

영어
EBS Plus2(TV)

mid.ebs.co.kr(인터
넷

)

TV+인터넷강의

무료 제공

고입 배치고사 &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대비서

영
어



EDUCATION Books
❶ EBS 2017 만점마무리 ❷ EBS 2018 만점마무리

❸ EBS 2019 만점마무리 ❹ EBS FINAL 모의고사

❺ EBS 2019 고1 예비 내 등급은?

❻ EBS 고3 예비 내 등급은?

만점을 목표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자! 

수능
만점마무리

2017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

봉투형 모의고사 3회분

기획 및 개발

이화옥 (EBS 교과위원) 이미애 (EBS 교과위원) 이상호 (EBS 교과위원) 최지녀 (EBS 교과위원)

김정미 (프리랜서)

집필 및 검토 

권욱현 (대구여고) 박춘수 (포산고) 임호인 (경북여고) 장가은 (능인고)

전윤정 (경덕여고) 조양래 (심인고) 

검토 

김지상 (숙명여고) 민준홍 (중산고) 성병모 (대신고) 이승철 (목동고)

하성욱 (오산고) 홍근희 (상명고)

편집 검토 

김진희 (프리편집자) 이상수 (프리편집자) 홍주선 (프리편집자)

화학
과학탐구영역

❶

❸

MAXMIN

영어영역

영어

봉투형 모의고사 5회분2018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듣기 평가 MP3파일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MP3
무료제공

제작 총괄

박성오

기획 및 개발 총괄

홍현진

기획 및 개발

김   단       김현영       양성심       이원구

집필 및 검토 

김경환 (숙명여고) 강석문 (성심여고)

강신자 (구리 인창고) 김태옥 (용문고)

조금희 (세종과학고) 차지연 (성남외고)

하진호 (세화여고) 황진호 (용문고)

검토 

김대성 (보성고) 김영현 (명신여고)  

김찬규 (전 여의도여고) 노윤오 (인천원당고)

오건석 (안산동산고)   조정훈 (숙명여고) 

편집 검토

김진경       김현경       박순정       서주희       이현경

원어민 감수

Amy Ahn (서울과학기슬대)

Kaily Lon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Robin Klinkner (서울과학기술대)

표지기획

김나미

국어영역

국어

2017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고득점을 위한 빈틈없는 마무리

❷

❹

지금, 내 등급을 알아야

고등학교 3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고등 0.5학년 국어•수학•영어    
최신 3개년 <3월 학평 기출문제 3회분> EBS 예상 문제 <반 배치고사 2회분>+

❺

‘고3 첫 시험 대비 및 진단’지금, 내 등급을 알아야 수능 전략이 보인다! 

고등 2.5학년 수학 가형

이 책은 단기용 등급 진단 키트입니다. 

등급 확인 후,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겨울 방학 학습 전략이 수능 등급을 결정합니다. 

최신 평가원·학평 기출 EBS 모의고사+

❻



EDUCATION Books
❶ EBS 국공따 내지

❷ EBS Grammar Power 내지

❸ EBS 1분 1개념 내지

❹ EBS 2019 수능완성 내지

❶

❸

개념 이해 심화 문항개념 이해 기본 문항개념 이해 설명

01

작품의 주인공 ‘나’. ‘나’는 서울에 일찍 올라가겠다는 자

신의 말에 섭섭해 하는 노모와 원망하는 아내를 보고 참

을성 없는 자신의 심경 변화에 대한 내적 심리를 서술하

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 작품에 ‘나’라는 대명사가 나오고 주인공인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

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독자 역시 주인공인 ‘나’의 내면을 자

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인 등장인물(주인공)과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 심리주의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며 최근에는 인터넷 소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인 등장인물(주인공)과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 심리

주의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며 최근에는 인터넷 소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1  나는 마침내 입 속에서 별러 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노인과 아

내점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본다. (중략)

“제가 무슨 더운 때 추운 때를 가려 살 여유나 있습니까.”

“그래도 그 먼 길을 이렇게 단걸음에 되돌아가기야 하겄냐. 넌 항상 한동자로만 왔다가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더라마는……. 이번에는 너 혼자도 아니고…….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 가

도록 하거라.”

“오늘 하루는 쉬었지 않아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 걸요. 찻길이 훨씬 나아졌다

곤 하지만 여기선 아직도 서울이 천리 길이라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급한 일은 우선 좀 마무리를 지어 놓고 오지 않구선…….”

2  노인 대신 이번에는 아내 쪽에서 나를 원망스럽게 건너다보았다. 그건 물론 나의 주변머리를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올 때 

급한 일들은 미리 다 처리해 둔 것을 그녀에게는 내가 말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좀 홀가

분한 기분으로 여름 여행을 겸해 며칠 동안이라도 노인을 찾아보자고 내 편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으

니까. 그녀는 나의 참을성 없는 심경의 변화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까닭 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래, 일이 그리 바쁘다면 가 봐야 하기는 하겠구나. 바쁜 일을 받아 놓고 온 사람을 붙잡는다고 

들을 일이겄나.” 

- 이청준, ‘눈길’

작가

인물1

인물2

나나

1  ‘나’는 작품의 주인공이며 

서술자이다. 

서술자의 위치

1  ‘나’는 모처럼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있는 노모

를 찾아가고 어머니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신의 심리를 서술

하고 있다.

2  ‘나’의 내면 심리가 제시되

어 있다.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

 수록 작품 감상집 02쪽    6603-5002
✚ EBS 수능 특강 B형 94쪽 수록 작품 + 2011 수능 기출 작품 

1분
 

POIN
T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인혜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슴이 쿵

당쿵당 뛰었다는 ‘나’의 속마음까지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의 위치키워드1  작품 속 등장인물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키워드2  속마음까지 그려짐.



작품 속 인물인 ‘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호를 그리고 있다. 정호의 겉모습과 

행동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속마음은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서술자의 위치키워드1  작품 속 등장인물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키워드2  속마음까지 그려짐.



작품 밖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눈에 비친 인혜의 겉모습과 행동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인혜가 왜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손수건을 쥐어짜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

서술자의 위치키워드1  작품 속 등장인물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키워드2  속마음까지 그려짐.



작품 밖 인물인 서술자가 인물들의 겉모습과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속

마음까지 다 드러내고 있다. 인혜가 미소짓는 모습과 함께 마음이 지어진다는 속

마음까지 잘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의 위치키워드1  작품 속 등장인물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키워드2  속마음까지 그려짐.



보는 대로 보이는, 시점

시점은 사건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서술자의 위치를 말한다. 소설은 서술자인 ‘누군가’가 독자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는 소통구조를 지닌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달된다. 즉 서술자가 사건을 직접 체험한 것인지, 관찰한 것인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전하

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지의 등에 따라 시점은 달라진다.

‘시점’ 키워드

· 말하는 사람, 즉 서술자가 작품 속의 등

장인물인가? 

· 말하는 사람, 즉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

지 않고 작품 밖에 있나?

서술자의 위치키워드1

· 등장인물의 속마음은 나타나지 않고 말

과 행동만 그려지고 있나? 

· 등장인물의 겉모습과 행동 외에 속마음

까지도 그려 지고 있나?

인물의 속마음 유무 제시키워드2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Ⅲ. 소설의 재미는 어디서 오는가?02

키워드 적용하기

인혜를 만난 게 몇 년만인가? 나는 그녀 앞에서면 
은근히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다.

그때, 후닥닥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정호였다. 
급히 달려온 탓인지 헐떡이는 어굴에 숨소리만 
요란하다. 나는 은근히 짜증이 난다.

인혜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손은 책상 밑에서 손수건을 쥐어짜고 있
었다.

인혜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정호의 말을 듣는 
순간 엷은 미소를 지으며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
정이었다. 이별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일이었
다. 정호의 표정도 일그러지기 시작하였다. 정호 
또한 그녀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는 마음을 모르
는바가 아니었다.

예
시
문

이
해

  6603-5001   6603-5002

나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관찰자 
시점

외면

내면
내면

외면

서술자

2강 보는 대로 보이는, 시점ㅣ32ㅣ현대 소설 수능 BEST 개념 56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 시점 유형 문제 풀이 순서는  1 1 에서 어떤 시점인지 가려낸다. 

2 2 에서 시점에 맞는 효과인지 판단한다. 

3 작품에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시점 가려내기 - ‘나’와 ‘속마음’ 찾기

1 	 ㅅ		ㅅ		ㅈ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2 	 ㅅ		ㅈ	 소설	속	이야기를	진행·전달하는	이의	관점

3 	 ㅇ		ㅇ		ㅊ	 이야기	속에	‘나’가	등장하는

4 	 ㅅ		ㅇ		ㅊ	 이야기	속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

5 	 ㅈ		ㅇ		ㄱ	 사건을	이끌어	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6 	 ㄱ		ㅊ		ㅈ	 인물과	사건에	대해	관찰하며	이야기하는

7 	 ㅈ		ㅈ		ㅈ	 인물과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신처럼	다	아는

1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	1인칭	주인공	VS	전지적	작가

2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	1인칭	주인공	VS	1인칭	관찰자

3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	1인칭	관찰자	VS	3인칭	관찰자

4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	3인칭	관찰자	VS	전지적	작가

5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	1인칭	관찰자	VS	3인칭	관찰자

6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	1인칭	관찰자	VS	3인칭	관찰자

7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	1인칭	주인공	VS	전지적	작가

8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	3인칭	관찰자	VS	전지적	작가

작품 속
‘나’

1인칭 3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있다 없다

‘나’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인물 '속마음’ 

없다

다른 사람  

이야기 관찰

인물 '속마음’ 

있다

1  서술자  2  시점  3  일인칭  4  삼인칭  5  주인공  6  관찰자  7  전지적 1  1인칭 주인공  2  1인칭 주인공  3  1인칭 관찰자  4  3인칭 관찰자  5  1인칭 관찰자  6  3인칭 관찰자  7  전지적 작가  8  3인칭 관찰자

‘서술자’의 ‘시점’에 따라 이야기 전달의 효과가 달라진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진행 · 전달하는 자를 서술자, 

서술자의 태도나 위치를 시점이라 한다.

[unit 1]의 목표는 바로,

소설의 시점을 가려내고 그 효과를 알아채기!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의 선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지’는	문제의	①~⑤까지의	선택지	모두를	말함.

+
시점을 다른 말로 풀어 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1  - 서술(진술)하여



각 시점에 따른 특징 · 효과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2  - 제시(전달)하고 있다.



필수 개념 체크

시점 가려내는 flowchart

소설에서 이야기를 진행 · 전달하는 자를 서술자, 서술자의 태도나 위치를 시점이라 한다.

수능문제 <선지>로 본 ‘시점’의 다른 말들

6
 국공따

7
1. 운문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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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글의 목적01

유
   형

   편

주제어와 주제문을 파악한다.

■   Good communicators are aware of their own behavior와 “low self-monitors” often seem oblivious 
~ to them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주시와 의사 전달 능력에 관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   Self-monitoring usually makes people competent communicators ~에서도 이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

고 있다.

골라놓은 선택지 가운데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을 고른다.

선택지 ③의 문화적 인식과 의사 전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⑤‘유능한 의사 전달자가 되기 위한 자

기 주시의 필요성’이 주제로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지 가운데 주제어인 ‘자각’이나 ‘자기 주시’, ‘의사 전달’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찾아본다. 

③ (awareness / communication)

⑤ (self-monitoring / communicator)

Step 1

Step 2

Step 3

Let’s Check It Out Let’s Solve It with Strategies정답과 해설 5쪽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8049-0001

Although no one can specify precisely what adulthood holds in store from even the most 

meticulous examination of a person’s childhood, developmentalists have learned that the first 12 

years are extremely important years that sets for adolescence and adulthood. 

Who we are as adults also depends on the experiences we have later in life. Obviously, you 

are not the same person you were at age 10 or at age 15. You have probably grown somewhat, 

acquired new academic skills,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interests and aspirations from those 

you had as a fifth-grader or a high-school sophomore. And the path of such developmental 

change stretches ever onward, through middle age and beyond, culminating in the final change 

that occurs when we die. The one constant is change, and the changes that occur at each major 

phase of life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blivious 의식하지 못하는

① Keep Your Aspirations Low 

② Death is the Peak That Life Attains  

③ Childhood: the Most Important Chapter in Life 

④ Without Dreams Life is a Broken Winged Bird 
⑤ Human Development: a Continual and Cumulative Process

Vocabulary in Context

Vocabulary Review

괄호 안의 영영 풀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Vocabulary in Context에서 찾아 쓰시오.

1.  All income from the  will be donated to the UNICEF.

  (the activity of collecting money for a specific purpose)

2.  The reading club will be hosting their  reading contest in 

the library on July 21.

  (the activity of collecting money for a specific purpose)

3.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build the world’s largest nuclear 

waste .

  (rooms, equipment, or services that are provided for a particular purpose)

4.  Mr. Collins was appointed as the manager the sales .

  (one of the sections in an organization such as a government, business, 

or university)

5.  The program is a key part of government’s  to improve 

standards of health.

 (an organized effort by a group of people to achieve something)

Answer & Translation

1. fundraising ㅣ 그 모금에서 오는 모든 

수입은 유니세프에 기부될 것이다.

2. annual | 그 독서 클럽은 7월 21일에 도

서관에서 그들의 연례 독서 대회를 개최할 것

이다.

3. facility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폐

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4. department | Collins 씨는 영업부서의 

새로운 관리자로 임명되었다.

5. drive | 그 프로그램은 건강 기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정부 운동의 핵심 부분이다.

www.ebsi.co.kr

글의 목적이나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는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편지글, 

광고문, 논설문, 기고문 등이 주로 사용된다.

■ 글의 도입부에서 글의 유형, 글을 읽을 대상, 글의 소재 또는 논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된 소재 또는 논제에 대해 드러난 필자의 의도나 주장을 파악한다.

■ 글의 후반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파악된 필자의 의도나 주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유형 소개 해결 전략

  feature (특별히) 포함하다; 특징, 특집   state 쓰다, 진술하다

  correction 정정[수정](한 것)   consultation 상의, 협의

  heritage 유산   ecological 생태계의

  eliminate 제거하다   restore 복원하다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review 비평, 논평, 검토

  distortion 왜곡, 곡해   inspiration 영감

8  EBS 수능완성 영어 Chapter 01 글의 목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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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구 Road Map to the Construction

명사구
역할

형용사구
역할

부사구
역할

지각동사의
보어

사역동사의
보어

관용표현

to없는 부정사구부정사구

동사의 
성질부정사구

명사구 역할

부사구 역할

to없는 부정사구

to부정사구의 구조SECTION 01 SECTION 02

형용사구 역할SECTION 03 SECTION 04

SECTION 05 의문사 유도 to부정사구 SECTION 06

Points of Learning

SECTION 07 의문사로 시작된 to부정사구

•목적어를 취함

•부사의 수식을 받음

•주어를 취함

•부정 가능

•시제 표현 가능

•태 표현 가능

to부정사구(to-infinitive; to不定詞句)는 to에 이어지는 동사 요소의 형태가 주어의 인칭

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원형을 유지하는 어구이다.

Definition

기본적으로 「to+동사구」의 형태인데, to가 없는 경우도 있다.

Forms

기본적으로 명사구,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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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Teachers Have students listen and find the hidden pictures. Ask them to say the name of

each picture and its vowel soun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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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목적 파악

① to warm up is essential
② more exercise may be better
③ overweight needs more exercise
④ a balanced diet is also important
⑤ an excessive exercise may be dangerous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win sirens hide in the sea of history, tempting those seeking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past onto the reefs of misunderstanding and misinterpretation. These twin 
dangers are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or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times are the best of all possible times. All other times are thus inferior. Ethnocentrism is 
the belief that your culture is the best of all possible cultures. All other cultures are thus 
inferior. ①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unite to cause ② individuals and cultures 
to judge all other individuals and cultures by the “superior” standards of their current 
culture.

This leads to a total lack of perspective when dealing with past and/or foreign cultures 
and a resultant misunderstanding and misappreciation of them. Temporocentrism and 
ethnocentrism tempt moderns into unjustified criticisms of the peoples of the past.

 appreciate 바르게 인식하다  reef 암초  misinterpretation 그릇된 해석, 오해

 temporocentrism 자기 중심주의  ethnocentrism 자기 민족 중심주의  inferior 열등한

 superior 우월한  perspective 균형감, 관점  resultant 그 결과로 생긴

 misappreciation 잘못된 인식  unjustified 근거 없는, 정당하지 않은  distinct 명확한

 feature 특징  advocate 옹호하다  pros and cons 찬반론

 biased 편향된

02
정답과 해설 23쪽

6004-0002

글의 주요 어휘와 메일의 수신인·발신인의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

주요 어휘 Gymnastics Summer Camp, sign up, program

수신인·발신인의 관계
수신인 Johnson 코치(하계 체조 캠프 개최자)

발신인 Christina Markle(하계 체조 캠프 등록생 Bradley Markle의 어머니)

주요 어휘 Gymnastics Summer Camp, sign up, program



필자(발신인)의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But today I remembered that our family is going to get back from a trip on July 

13, and I’m afraid Bradley won’t be able to make it on the very first day of the 

program.

가족 여행으로 인해 등록한 두 번

째 주 프로그램의 맨 첫날에 아들

이 참가하지 못함

So I didn’t hesitate to sign up and pay the non-refundable deposit for the 

second week program, which is from July 13 to 17.
하계 체조 캠프에 등록함

Rather than make him skip the day, I’d like to check to see if he could switch 

to the third week program.

하아들이 세번째 주 프로그램으

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함





하계 체조 캠프의 두 번째 주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시켰는데 가족 여행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맨 첫날에 아이가 출석할 

수 없어서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글의 목적은 캠프 참가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글의 주제와 필자(발신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ㅣ2015학년도 대수능 3번ㅣ

GatewayGateway

Words & Phrases in use

Step 1

Step 2

Step 3

Solving Strategies

Lecture
평가요소 쓰기

성취기준 글을 읽고 인물/사물/사건 묘사, 서식/메모/이메일 작성하기, 보고서/에세이 쓰기

Lecture 01_글의 목적 파악  0302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32 EBSe 영어 Level 2-3

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Lesson 1
Look and Listen 1

1. This is my mom. 2. A: Who is she?

2. B: She is my sister.

Key Expressions

Words

dad sistermom

brother familyfriend

My Family

1차시
Lesson 1

Q 지호가리사에게소개한인물들은누구인가요?



EDUCATION Books
❶ EBS 인터넷수능 내지

❷ EBS N제 내지

❸ EBS 2018 수능완성 내지 

❹ EBS 2015 수능완성 내지

❶

❸

수능 기본 문제 정답과 해설 3쪽

THEME

01 세계화와 지역 이해

ㄱ. (가)는 경위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ㄴ. (나)는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ㄷ. (가), (나) 모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ㄹ. A와 B 바다는 오늘날의 지중해이다.

02
(가), (나)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6057-0002

(가)

 (가)는 제작 시기 이후에 원본을 재현한 것임.

A

(나)

B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3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057-0003

세계화란 ㉠ 전 세계가 유사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

화적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는 범세계적 흐름과 추세를 말한다. 

특히 세계화의 과정은 대부분 경제적 분야에서 나타났지만, 최

근에는 문화적 측면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

제의 세계화는 ㉡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되

어 가는 현상을 말하고, 문화의 세계화는 ㉢ 지구 차원에서 일

어나는 문화 교류를 말한다.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지역의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① ㉠의 영향으로 국경의 제약이 심화되고 국가 간 상호 의존

성이 약화되었다. 

② ㉡의 영향으로 국제적 협업과 분업이 확대된다. 

③ ㉢의 증가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④ ㉣은 지역 브랜드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과 관

련하여 확대되고 있다. 

⑤ ㉠, ㉣은 교통 발달에 따른 시간 거리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04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자료를 이용한 지리 

정보 분석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6057-0004

<중국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황허 삼각주’의 변화>

1985년 2014년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촬영한 (가)  자료를 보

면, 황허 강의 하구에 위치한 삼각주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략)…

ㄱ. 남극 해빙의 범위 변화

ㄴ. 한·중·일의 무역 구조 변화

ㄷ. 보르네오 섬의 열대 우림 분포 변화

ㄹ. 북부 아프리카의 문자 해득률과 교육 수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1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6057-0001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가), (나) 지도의 공통점

을 발표해 볼까요?

실제 세계와 함

께 상상의 세계

를 표현하였습

니다.

아메리카 대륙

이 표현되어 있

습니다.

땅이 평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항해에 이용하

기 편리하게 제

작되었습니다.

갑 을 병 정

(가) (나)

1  세계 인식의 변화

⑴ 서양의 세계 인식 변화

① 고대의 세계 지도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

기원전 약 7세기경 제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바빌론과 그 주변 지역 및 미지의 세계를 표현함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제작, 유럽·아시아·아프

리카 표현, 경도와 위도 및 투영법의 개념 반영 

② 중세의 세계 지도

티오(TO) 지도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가리킴,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 위치(→ 크리스트교의 세계

관 반영)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킴, 지도의 중심에 메카 위

치(→ 이슬람교의 세계관 반영)

③ 근대의 세계 지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과 마젤란의 세계 일주(1519년) 

이후 지도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가 표현되기 시작함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1569년)：경선과 위선이 직교 → 나침

반을 이용한 항해에 편리,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지나

치게 확대·왜곡되는 단점이 있음

⑵ 동양의 세계 인식 변화

① 중국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 

•중화사상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대명혼일도

•정화의 항해(15세기)로 아프리카 동부 지역까지 지리적 인식 범

위 확장

•16세기 이후 서양에서 경위도의 원리와 지도가 전래됨 → 곤여

만국전도(17세기)의 영향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메리카까지 

확장

② 우리나라의 주요 세계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1402년)

조선 전기 국가 주도로 제작,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두었고(중화사상),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 

천하도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많이 그려짐,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으

며, 상상의 지명이 많이 나타남(← 도교의 영향)

지구전후도

(1834년)

조선 후기에 제작됨, 지구전도와 지구후도로 구
성됨, 경위도의 개념 반영, 중화사상을 극복한 사
실적인 지도로 평가됨,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
어 있음

2  세계화와 지역화

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① 시간 거리의 단축：인구 및 물자의 이동 범위 확대 및 이동량 증가

② 지역 간 교류 증가：지역 간 상호 의존성 증대

⑵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영향

세계화

• 의미：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대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 영향：국경의 의미 약화, 국가 간 문화·자본·정

보·인구 등의 이동 증가

지역화

• 의미：어떤 한 지역이 문화·경제 활동 등의 측면에

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

• 영향：세계 각 지역의 고유성 가치 증대(←지역 브랜

드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3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체계

⑴ 지리 정보의 유형과 표현

① 지리 정보의 유형：공간 정보(장소의 위치 및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속성 정보(장소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

보), 관계 정보(장소나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② 지리 정보의 표현：도표, 그래프, 통계 지도 등으로 표현

⑵ 원격 탐사의 의미와 특징

① 의미：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표의 영상 정보를 수집

하는 기술

② 특징：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넓은 범위의 지역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⑶ 지리 정보 체계의 의미와 특징 및 활용

① 의미：각종 지리 정보를 수치 지도와 통계 자료 등의 디지털 데

이터로 입력·저장한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종합하는 

지리 정보 관리 체계

② 특징：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의 통합이나 수정 및 보완이 편

리함, 정보의 분석이 신속하고 정확함

③ 활용：재해 및 재난 관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등에 이용

4  세계의 지역 구분

⑴ 지역：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⑵ 유형 

동질 지역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  기후 지

역, 농업 지역, 문화권 등

기능 지역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의 기능적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 

공간적 범위  통근·통학권, 상권, 도시권 등

⑶ 세계의 다양한 지역 구분

① 관점에 따른 지역 구분

자연적 구분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으로 지역을 구분 

문화적 구분 종교, 언어, 민족 등 문화적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 

사회·경제적 

구분

인구, 농업, 공업, 소득 수준, 경제 블록 등으로 지역을 

구분

② 규모에 따른 지역 구분：대륙별, 국가별, 행정 구역 단위별 구분 등

보기

보기

01. 세계화와 지역이해  76  EBS 수능완성 세계지리

❷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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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at together.

• We paint together.

• We play together.

• We read together.

• We run together.

Stick.
Read, find, and circle.

World  Window12 My Friend   nd 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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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Easy

EXPLORE A NEW HORIZON OF ENGLISH GRAMMAR!

정답 및 해설

한찬희·노경희·이희자·김재웅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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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을 열어 가요1

	 단원	개관

이 단원은 ‘음악’이라는 독립된 교과를 처음으로 만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쉽고 재미있는 악곡 중심으로 

제재곡을 구성하였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설레는 마음과 기쁨을 ‘새싹의 노래’로 표현해 보고, 짝과 함께 노랫말에 어울리

는 몸동작을 만들어 표현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이를 하며 부르는 전래 동요인 ‘꼭꼭 숨어

라’에서는 자진모리장단을 소고로 연주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봄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구슬비’ 노래에서는 노래 부를 때의 바른 자세를 알아보고 기본적인 음악 요소인 음

의 길고 짧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감상 활동으로는 새소리 중에서 뻐꾸기 소리를 표현한 서양 음악 ‘뻐국 왈츠’와 가야

금으로 연주하는 국악곡 ‘뻐꾸기’를 감상하며 뻐꾸기 소리를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였다. 

  
  

	 이		단원의	주요	용어

• 4
4 

박자의 일정박 • 자진모리장단 • 말붙임새     

• 2
4 

박자의 셈여림  • 음의 길고 짧음   

	 단원	학습	활동

• 노래 부르기     • 신체 표현하기     

• 장단에 맞추어 소고로 연주하기   • 노래 부를 때의 바른 자세

• 새소리를 표현한 음악 감상하기    • 음악을 듣고 느낌 발표하기

1-1. 새싹의 노래

1-2. 꼭꼭 숨어라

1-3. 구슬비

1-4. 뻐꾹 왈츠 / 뻐꾸기

	 단원	구성

	 단원	목표 가. 새 학년이 된 기쁨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나. 소고로 장단을 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다.

다. 말붙임새에 맞추어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 있다.

라. 2
4
 박자의 셈여림을 살려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를 수 있다.

마. 새소리를 표현한 음악을 듣고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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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ooks
❶ 언어세상 I story Book

❷ 언어세상 RQ Club Workbook

❸ 언어세상 RQ Club Flashcards

❹ 언어세상 Listening Cue

❶

❸

Flashcards

7 Sir Small and the Dragonfly

•knight •cave
•save •lose
•web •sword
•plan •shield

•dragonfly •trusty

8 Dinosaur Babies

•dinosaur •hunter
•die •herd
•enemy •breathe
•nest •heavy

•guard •brought

9 Senses

•sense •brain
•tongue •sour
•touch •nerve
•smooth •warn
•message •bitter

www.rqclub.co.kr

Flashcards

Flashcards
L
e
ve

l
6

4 Platypus!

•platypus •mammal
•dive •gather
•fur •front
•thick •swimmer

•bill •follow

5 Beef Stew

•almost •get off
•supper •garbage
•dentist •post card
•pull in •tonight

•library •cheer up

6 Sun

•universe •million
•rise •burn
•important •loop
•heat •core
•billion •planet

1 Five Silly Fishermen

•silly •poor
•together •true
•forgot •drown
•lay •used to

•count •after all

2 All Stuck Up

•care •be fine with
•sticky •boil
•sure •meat
•road •patch

•answer •stuff

3 Eat Your Vegetables!

•vegetable •taste
•reason •colorful
•crunch •hair
•dietitian •skin
•serving •blood

10 David and the Giant

•fight •slave
•look after •army
•steal •lift
•kill •hero

•giant •war

11 The Statue of Liberty

•skyscraper •speech
•liberty •carry
•reach •wave
•statue •signal

•parade •cheer

12 Inventing the Telephone

•communicate •click
•electricity •machine
•operator •invention
•stood for •successful
•receive •wire

6
Level

6
Level

www.lwbooks.co.kr

언어세상

■ UP!
■ UP!
■ UP!
■ UP!

•Topic: 친구, 인사

•친구와만날땐“Hello!”친구와헤어질땐

“Goodbye!”이야기속여러동물친구들과

함께인사를나눠볼까요?

하이브리드영어동화 아이스토리북

Level A (Age 4+) Level B (Age 7+)

•This is the Bear (우정)

•Guess What I am (동물, 추측)

•The Big Wide-Mouthed Frog (동물, 먹이)

•Over in the Meadow (동물, 숫자)

•Once Upon a Time (동화속등장인물)

•Zed’s Bread (음식, 순서)

•Scary Party (신체부위)

•Ten in the Bed (동물, 숫자)

•Hello,Goodbye (친구, 인사)

•Old MacDonald Had a Farm (동물, 소리)

•The Other Day I Met a Bear (문제해결)

•Beans on Toast (음식, 순서)

❷

❹



EDUCATION Books
❶ 언어세상 Exploring Writing Plus

❷ 언어세상 MUST-HAVE Grammar for Writing

❸ 언어세상 Trophies

❹ 언어세상 Grammar Cue

❶

❸

❷

❹



EDUCATION Books
❶ 언어세상 I story Book 내지

❷ 언어세상 RQ Club Workbook 내지

❸ 언어세상 Phonics Race 내지

❹ 언어세상 Listening Cue 내지

❶

❸

❷

❹



EDUCATION Books
❶ 언어세상 Exploring Writing Plus 내지

❷ 언어세상 MUST-HAVE Grammar for Writing 내지

❸ 언어세상 Trophies 내지

❹ 언어세상 Grammar Cue 내지

❶

❸

❷

❹



EDUCATION Books
❶ 아발론교육 Reading Stein

❷ 아발론교육 Reading Champ

❸ 아발론교육 Power Voca

❹ 아발론교육 Power Base

❶

❸

❷

❹



EDUCATION Books
❶ 아발론교육 Champ Grammar

❷ 아발론교육 Reading Stein 내지

❸ 아발론교육 Reading Champ 내지

❹ 아발론교육 IVY Reading 내지

❶

❸

❷

❹



EDUCATION Books
❶ 랭콘 ThinKit

❷ 랭콘 Flying Start

❸ 랭콘 Double Effect Language Arts

❹ 랭콘 Double Effect Science

❶

❸

GOLD
Edition

❷

❹

2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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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ooks
❶ 아이와 미래 창의 놀이터

❷ 피어슨 Grammar Park 내지

❸ KEYSTONE BRAINGLISH

❹ 다담교육 누리야

❶

❸

15,000

ISBN 979-11-957134-0-0

- B
iscuit Find

s a Friend
 -

H
op

 10
0

0

- Biscuit Finds a Friend -

Student Workbook

Hop 1000

Brainglish is a series of reading workbooks that helps children aged 7-15 years to improve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ies and form a life-long habit of good reading through an 
intensive reading curriculum. For various levels of readers, Brainglish provides a total of 
16 different reading stages. 
Children will be able to enhance their vocabulary, grammar, reading, and writing skills by 
reading the 96 prize-winning and highly recommended books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Lexile framework and AR index.

 1 .  Great selection of English reading books leveled by the Lexile framework and AR(Accelerated 
Reading) index

2. Effective reading strategies provided in each stage
3. Systematic study of words and chunks through various sentences and paragraphs
4. Understanding of various story structures
5. Understanding of various writing structures

❷

❹

1
단계

‘누리과정에 맞춘 통합 프로그램’

5

1주차 2주차

언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1  [읽기] 단어 카드 (의사소통, 사회관계)
2  [듣기] 무엇을 샀을까요? (의사소통)
3  [쓰기] 시원한 물놀이 (의사소통, 예술경험)

수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모양, 4학년 1학기 규칙 찾기)

1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자연탐구)

2  음식이 나란히 (자연탐구)

3  색 블록을 쌓아요 (자연탐구)

4  줄넘기를 해요 (자연탐구)

음률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숲 속 나라 잔치)

1  구슬이 움직여요 (예술경험, 의사소통)
2  음표 징검다리 건너기 (예술경험, 신체운동·건강)

과학영역 (초등 5학년 2학기 용해와 용액)

1  깨끗하게 닦아요 (자연탐구)
2  물과 기름을 섞어요 (자연탐구)

인성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의미알기] 경청이란? (의사소통)
2  [의미알기] 나에게 뭐든지 말해 봐! (사회관계, 예술경험)

신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흔들흔들 균형잡기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미술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그리기] 윙윙~ 선풍기 (예술경험, 신체운동·건강)

언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1  [읽기] 주룩주룩 비가 와요 (의사소통)
2  [듣기] 곤충들의 소리 (의사소통, 자연탐구)
3  [말하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사소통, 사회관계)
4  [쓰기] 비옷을 입어요 (의사소통, 예술경험)

수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9까지의 수, 4학년 1학기 규칙 찾기)

1  몇 개일까요? (자연탐구)

2  수가 같아요 (자연탐구)

3  초콜릿을 모았어요 (자연탐구)

4  빨래를 널었어요 (자연탐구)

음률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숲 속 나라 잔치)

1  무지개가 떴어요 (예술경험, 의사소통)

과학영역 (초등 6학년 1학기 빛)

1  여러 가지 색깔로 보여요 (자연탐구)
2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자연탐구)

인성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경험기억하기] 누구의 귀일까요? (사회관계, 자연탐구)

신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서로서로 공을 전달해요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2  통 안에 쏘옥~! (신체운동·건강)

미술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꾸미기] 집게발 꽃게 (예술경험)

언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1  [읽기] 과일 화채를 만들어요 (의사소통)
2  [듣기] 어떤 음식일까요? (의사소통, 예술경험)
3  [말하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의사소통, 사회관계)
4  [쓰기] 몸에 좋은 토마토 (의사소통, 예술경험)

수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모양, 4학년 1학기 규칙 찾기)

1  달콤한 모양 초콜릿 (자연탐구)

2  초콜릿을 나누어요 (자연탐구)

3  달콤한 초콜릿 (자연탐구)

4  아삭아삭 여름 과일 (자연탐구)

음률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숲 속 나라 잔치)

1  빗방울이 또르르르 (예술경험, 의사소통)
  2  시계 가족 (예술경험, 의사소통)

과학영역 (초등 3학년 2학기 액체와 기체의 부피)

1  물에 뜨려면? (자연탐구)
2  물에 뜨는 소금쟁이 (자연탐구)

인성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경험기억하기] 닥터 엘리가 되기까지 (사회관계)
2  [경험기억하기] 귀를 귀울여요 (사회관계)

신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공을 표현해요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2  떨어뜨리지 말아요 (신체운동·건강)

미술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그리기] 과일 주스 (예술경험, 자연탐구)

언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1  [읽기] 여름 과일 (의사소통)
2  [쓰기] 아삭아삭 수박 (의사소통, 사회관계)
3  [말하기] 과일의 속 (의사소통, 예술경험)

수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모양, 4학년 1학기 규칙 찾기)

1  색 순서대로 놓아요 (자연탐구)

2  예쁜 꽃이에요 (자연탐구)

3  달리기를 해요 (자연탐구)

4  좋아하는 음식 (자연탐구)

음률영역 (초등 1학년 2학기 숲 속 나라 잔치)

1  깨끗이 씻어요 (예술경험, 의사소통)
2  그림자 놀이 (예술경험, 신체운동·건강)

과학영역 (초등 3학년 2학기 액체와 기체의 부피)

1  물피리를 불어요 (자연탐구)
2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 (자연탐구)

인성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표현하기] 여름 과일과 채소로 꾸며진 얼굴 (예술경험)
2  [표현하기] 닥터 엘리의 재미난 얼굴 (예술경험)

신체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뱅뱅뱅 돌아라 (신체운동·건강)

미술영역 (초등 1학년 1학기 통합교과서)

1  [꾸미기] 수박의 겉과 속 (예술경험, 자연탐구)

가정 연계 활동  

4주차3주차



POSTER
❶ KBS국악관현악단 명인

❷ KBS국악관현악단 어울림 국악

❸ KBS국악관현악단 영산회산 국악관현악을 만나다

❹ KBS국악관현악단 혼의 소리 아리랑

❶ ❸❷ ❹



LEAFLET
❶ KEA 3D & 3D프린팅 홍보 디렉토리

❷ KEA Broadcast Tech Korea 2014 방송음향조명관 

❸ Lak-ers 전시 리플렛

❹ 종로학평 종로핵심체크

❶

❸

❷

❹



LEAFLET
❶ YEOSU EXPO 여니와 수니

❷ The First Prime 분양 리플렛

❸ 한화 자동차보험 가이드

❹ DNC 래디어스

❶

❸

❷

❹

심 볼
지구와 해양의 조화, 지구 생태계의 조화로운 어울림
푸른색은 해양, 붉은색은 바다와 육지의 생명체, 녹색은 환경, 

흰색 Wave는 다도해 사이에 흐르는 파도와 유연한 물의 흐름을 상징

■주제:살아있는바다숨쉬는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

■참가규모:100개국가, 5개국제기구, 10개기업및NGO단체

■개최기간:2012년5월12일~ 8월12일(3개월간)

■개최지역:전라남도여수시여수신항일원

여수를향해, 미래의바다를향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Towards Yeosu,Towards the Sea of the Future!



CATALOG
❶ The First Prime 분양 카탈로그

❷ 신창산업 카탈로그

❸ CAS 한글 카탈로그

❹ 이든교육 멀티미디어 학습 교구 통합자료집

❶

❸

❷

❹

2016~2017 정보화 교실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 교구
통합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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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증정!!

209P 확인하세요!

❶ 
진로
직업 적성

❷ 

사회

문화·교양

❸ 

독도 

한국사 역사

❹ 

과학·수학

❺ 

외국어

❻ 

국어 

논술·한자

❼ 

환경

❽ 

인성·동화

창의·재량

❾ 

음악·미술

기술·가정

❿ 

체육·보건

 

과학교구

 

과학 정보실 

패널

[ SW·DVD / 과학교구 / 패널·게시판 ]

학교 행사·캠페인용 인기제품
모든 제품은 디자인, 문구 등 맞춤제작 가능!

캠페인용 링3색볼펜
(7P 참고)

캠페인용 어깨띠
(2P 참고)

인기 배너
(4P 참고)

캠페인용 핀 버튼
(2P 참고)

인기 피켓 (3P 참고)

인기 현수막 (5P 참고)

행사용 명찰
(3P 참고)



This is the end of the profil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