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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Club

You Could Star in Global UCC!

Are you interested in making a short film? You can 

be the star, director, and producer of a film by 

creating UCC. 

If you are interested in dancing, singing, or making 

films, this club is for you. You can learn the basics 

about UCC and how to create various forms of UCC. 

You can produce video clips, pictures, and texts and 

then upload them onto the Web. Just imagine 

putting your creation on the Internet, and feeling the 

thrill of having your piece of art watched by the 

whole world! 

You can also join in the fun of participating in UCC 
참 여 하 다

competitions. Make your life more exciting and fun. 

Don't miss out! For more information, watch our 

UCC above or contact the club President at 

uccclub@highschool.hs.kr.

UCC Club

당신은 세계적인 UCC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단편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요? 

당신은 UCC를 만들면서 영화의 스타나 감독, 프

로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혹은 영화를 만드는 것

에 관심이 있다면, 이 클럽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UCC에 대한 기초와 다양한 종류의 UCC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디오 클립, 그림, 그리고 문서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당신의 창

작품을 올리고 온 세계가 당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스릴을 느끼는 상상을 해 보세요! 

당신은 또한 재미있는 UCC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당신의 인생을 더 신나고 재미있게 만들

어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

면, 위의 UCC를 보시거나 

uccclub@highschoo.hs.kr로 클럽 회장에게 연

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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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Riding Club

Have you ever dreamed of becoming a prince or a 

princess? Imagine you are riding on a white horse 

through the forest!  Horse riding has become 

popular in recent years. It can help you develop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Not only does it help you to maintain good posture 
유 지 하 다 자 세

and keep your abs  tight, but it also helps 
abdominal muscles복근 tightly (X)

you to gain self-confidence and a sense of 
자 신 감 자 유

freedom. 

Most importantly, taking care of a horse teaches 
돌 보 다

you responsibility and how to care for others. 
돌 보 다

Want  to learn how to ride a horse safely and 
(Do you) Want

skillfully? Looking  for a place where you can 
( Are you) Looking

ride? 

We are here to help you. All students are welcome 

to join our club at any time. Don't hesitate to join us! 
망 설 이 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us at 

horseriding@highschool.hs.kr.

Horse Riding Club

왕자나 공주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백

마를 타고 숲 속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

요. 승마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승마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복근을 탄탄하게 유

지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당신이 

자신감을 얻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돌보는 것은 당신에게 책임

감과 타인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을 안전

하고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가

요?  승마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나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저희 클럽에 가입하

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입

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horseriding@highschool.hs.kr.으로 연락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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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uture Career

 

A week has passed since the start of high school. 
~ 이 후 로

This morning at school, I had a meeting with my 

homeroom teacher, Mr. Cole. 

• 접속사 since: ~때문에(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을때), ~이후로(주

절이 현재완료) / 전치사 since: ~이후로 

I asked him for advice on my future career. My 

parents want me to become a doctor, but I haven’t 

thought about what I want to become. 

I want to choose a career I love instead of one my 

parents want. But until now my life has been pretty 

simple. 

Most of my interests have been sports, friends, and 

getting high scores on exams. So, I said to my 

teacher, “I don’t know what I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He advised me to focus on my strengths and 

develop my interests. He encouraged me to 
격 려 했 다

explore a range of career opportunities.
살 펴 보 다 다 양 한  직 업 기 회

He told me that there were several ways to do this. 

For example, he suggested meeting  with people 
to meet (X) 병렬①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or talking to 
병 렬 ②

experienced people around me.
경 험 있 는

• 직업: occupation, job, career, profession, business, 

line of work, line, vocation, calling, walk of life

나의 장래 직업 

고등학교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 아침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인 Cole 선생님과 면담을 했

다. 

나는 선생님께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

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보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생활

은 꽤 단순했다.  

내 관심사의 대부분은 스포츠, 친구, 그리고 시험에

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께 말했다. “저는 제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흥미를 발전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직업 기회를 탐색해 보라고 격려해주셨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

거나, 주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

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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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also recommended participating in our school’s 

job shadowing program. Spending a day or a half 
직 업 체 험 하 는 프 로 그 램

day at a bakery could give me some ideas about 

bakers and what their job is really like. 

• what -like = how 

Finally, he lent me a small career guidebook. He 

said it would help me to make decisions about my 

future career. I read the book after school. It said you 

have to develop an awareness of your personal 
의 식 을

abilities, interests, and values. 
재 능 . . . 가 치

We tend to judge occupations based on pay, 

outlook, and prestige.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be prone to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hoosing a career is 

to know your personal abilities and values, and to 
병 렬 ①

match who you are with what you want to do. 
병 렬 ②

One interesting thing I found while reading the book 

was the self-monitoring checklist. It can help you 

understand your personal abilities and values.

번역

그는 또한 우리 학교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해 보라고 하셨다. 제과점에서 하루나 반나절을 보

내면 제빵사와 그 직업이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작은 직업 안내 책을 발려 

주셨다. 그는 그 책이 나의 장래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방과 후에 

그 책을 읽었다. 거기에는 자신의 재능과 흥미, 가

치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우리는 직업을 보수, 전망 그리고 명성으로 판단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직업을 고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와 맞추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찾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

기 점검 체크리스트였다. 그것은 스스로의 재능과 

가치를 알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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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your personal abilities. 

자신의 재능에 체크하시오.

Are you good with computers?

컴퓨터를 잘 다루나요?

Are you good at problem solving?

문제를 잘 해결하시나요?

Are you good at sports, singing, or dancing?

스포츠나 노래, 춤에 재능이 있나요?

Are you good at making friends?

친구를 잘 사귀나요?

Are you good at speaking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잘 하나요?

Check your personal values.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것에 체크하시오.

Is a high salary important to you?

고액의 급여가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Is a professional job important to you?

전문직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Is helping other people important to you?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Is your personal development important to you?

개인적인 발전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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