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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 Hobbies and Interests

Tell Me Your Stories

Students in the 11th grade are doing a project on 

stories that they want to tell friends in their online 

community. Through this project, they are getting to 

know one another better.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stories and find out which ones they want to 
의 문 형 용 사

share with their friends.

My Favorite Inventions

Hello! I am Suji. I have many books about 

inventions. My father is an inventor, and I have also 
발 명 품 들

been interested in inventions since I was 10. Now, I 

want to talk about two cool inventions.

번역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학년의 학생들은 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

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 프로젝트를 하

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다. 몇몇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 나는 수지야. 나는 발명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어. 나의 아버지는 발명가이시고, 나도 10살 때

부터 이후로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자, 나

는 (나의) 두 개의 멋진 발명품에 관해서 이야기 하

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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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Cosmos

This is one of my favorite inventions. It is the "Laser 

Cosmos:" It is a projector that brings the entire 

universe into your room. 

It looks like a complicated gadget, but actually it is 
c o m p l i c a t i n g ( X ) 장 치

really easy to use. You can turn this projector on in 
영 사 기

any room in your house. When you turn it on, it 
켜 다

scatters sparkling green stars all over the room. 
흩 어 놓 다 반 짝 거 리 는

What is amazing is that the stars seem like they are 
a m a z e d ( X )

right in front of your eyes because they are three-

dimensional. The different stars vary in brightness, 
차 원

making some seem closer and others more distant. 

Imagine you are lying on your bed with this 
laying (X)

awesome view of the cosmos whirling around you, 
빙 빙 돌 다

complete with a misty blue Milky Way and the 
뿌 연 은 하 수

occasional shooting stars. Wouldn't that be 
이 따 금 씩 떨 어 지 는 유 성

fascinating?
매 혹 적 인

레이저 우주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발명품 중 하나야. 그것

은 “Laser Cosmos”야. 그것은 너의 방에 우주전

체를 가져다 줄 영사기지. 

그것은 복잡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정말 사용하기 쉬워. 너는 너희 집의 어떤 방에서도 

이 영사기를 켤 수가 있어. 네가 그것을 켰을 때, 그

것은 온 방안에 반짝거리는 초록색의 별들을 흩어

놓게 될 거야.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별들이 3차원 입체형이라서 

바로 너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별들

마다 밝기가 달라서, 그것은 어떤 별들을 더 가까이 

보이게 만들고 다른 것들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

이게 만들기도 해. 

네가 침대에 누웠을 때 완전히 뿌연 파란 은하수와 

가끔씩 떨어지는 유성들이 갖추어진 이런 멋있는 

우주 광경이 너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봐. 그것은 정말 매혹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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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 Phone

Can you guess what this is? A toy phone made from 

wood? No, it is a real wooden phone. It has a touch-

sensitive keypad and a camera. 
s e n s i b l e ( X )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to create the 
creating (X)

touchpad, since it would be impossible to make one 

with wood alone. It is great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since wood is a natural renewable 

resource. Who knows? 

Maybe it will pave the way for future products like 

personal music players, laptops, or even televisions 

made from wood. Aren't these inventions amazing? I 

hope I can also make clever inventions like these 

someday.

What I Want to Do Before I Turn 20

Hi, I am Sejin. Recently, I saw a TV show about a 

woman who wrote a bucket list after she got cancer. 

After I watched her accomplish the goals on the list, 

I was inspired to write a list of things that I want to 
영 감 받 았 다

do before I turn 20.

   

단풍나무 전화기

이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니? 나무로 만들어

진 장난감 전화일까? 아니, 그것은 진짜 나무로 된 

전화이고, 터치[접촉]를 감지하는 키패드와 카메라

를 가지고 있어. 

나무 한가지로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이 터치패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어. 나무는 자연의 재생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아. 누가 알겠니?

 아마도 그것은 나무로 만든 개인 음악 플레이어나 

노트북 또는 심지어 텔레비전 등 미래의 상품을 만

들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러한 발명

품들이 놀랍지 않니? 나는 언젠가는 이런 것들과 

같은 독창적인 발명품들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어.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안녕, 나는 세진이야. 최근에, 나는 암에 걸린 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한 여성에 관한 TV프로그램

을 보았어. 그녀가 리스트에 있는 목표들을 이뤘다

는 것을 지켜본 후에, 20살이 되기 전 내가 하고 싶

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영감[자극]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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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by Train with My Friends

The first thing on my list is to travel around Korea 

with my best friends. I want to travel by train to see 

the beautiful countryside, fields, mountains, and the 

coast. I also want to meet many people during my 

travels and eat local food. I can't wait to visit new 

places with my friends.

Help Others

I want to help others who are in need. I se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starving because of poverty. 
가 난

Children should not die because of famine and 
굶 주 림

drought. So, I want to make some money by working 

part-time and donate it  to help starving children. I 
money

will continue to make donations throughout my life.
기 부 하 다

친구들과 기차로 여행하기

  

내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것은 나의 절친한 친구들

과 한국을 두루 여행하는 것이야. 나는 아름다운 시

골풍경, 들, 산 그리고 바다 등을 보기 위해서 기차

로 여행하고 싶어. 또한, 나는 여행하는 동안에 많

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지역 음식을 먹고 싶어. 

나는 어서 나의 친구들과 새로운 곳들을 방문하고 

싶어.

다른 사람 도와주기

  
나는 어려움에 처한[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

이 되고 싶어. 나는 세상의 아주 많은 아이들이 가

난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봐. 아이들이 굶

주림[기근]과 가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서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돈을 모아 굶주

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모은 돈을 기부하고 싶어. 

나는 일생동안 계속해서 기부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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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How to Play the Guitar

I want to learn how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before I turn 20. I have always been envious of 
부 러 워 했 다

people who can play the guitar well. So,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When I get the chance, 

I will take lessons and practice every day.
레슨받다

How to Feel Better About Myself

Hi, I am Harim. I often feel that other people are 

better than I am. I found out that many of my friends 

feel the same way about themselves. 

Now, I want to share some tips I read in a book on 

how to get over this feeling, which is called an 

inferiority complex. 

This psychological problem may appear difficult to 

overcome, but if you know the right way to deal with 
극 복 하 다

it, it will not take you long to feel valued.
걸 리 다 오 래

  

기타 연주하는 법 배우기

 

나는 20살이 되기 전에 하나 정도의 악기를 연주하

는 법을 배우고 싶어. 나는 항상 기타 연주를 잘하

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왔어.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내게 기회가 생기면, 

나는 레슨도 받고 매일 연습할 거야.

내 자신에 관해 좀 더 좋게 생각하는 방법

 

안녕 나는 하림이야. 나는 종종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느껴. 나는 많은 내 친구들도 그들 자신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지금, 나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불리는 이런 감정

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에서 읽은 몇 가지 조언

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

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너희는 머지않

아 자신이 가치 있게[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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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elf-worth should not depend too much on 
가 치

external factors. If it is tied only to things / you 
외 부 적 인 요 인 결부되어

cannot control, you will often feel worthless.  
가 치 없 는 . . . .

Remember that everyone ha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No one is perfect. 

Feeling inferior is not uncommon. In fact, many 
열 등 한

people feel inferior when they meet other people for 

the first time. They immediately compare themselves 

to others, measuring themselves against other 
비 교 하 다

people's strengths and weaknesses.

 Be confident! Self-confidence is a skill that can be 
자 신 감 있 는 자 신 감

learned. No one is born confident, and there are no 
자 신 감 을 가 지 고

self-confidence genes. You can become confident if 
유 전 자

you decide to be. 

For example, do not focus on what you cannot do. 

Instead, focus on what you can do or what you 

have already accomplished. You certainly have 

advantages that others do not have. You are as 

worthy of love and respect as anyone else.

• be worth -ing = be worthy of -ing

번역

당신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판단하지는 마라. 만약 그것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

는 것들에만 묶여[결부되어] 있다면, 너는 종종 가

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드물지 않다[흔하다]. 사

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열등감을 느낀다. 그들은 만나는 즉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평가 한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란 학습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아무도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자신감이라는 유전자도 없다. 만약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기로 했다면 당신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 대신, 네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이미 성취

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은 확실하게 다른 사

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밖에 어떤 사람만큼이나[못지않게] 당신

은 존중과 사랑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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