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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st year는 과거시제를, now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므로 3인칭 단

CHAPTER 01

수 주어(he)와 함께 쓰는 be동사의 과거형은 was, 현재형은 is
5 be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이므로 there are

be동사와 인칭대명사

C
1 『3인칭 단수 주어(He)＋be동사 is』와 그것의 줄임말 He’s
Unit

1 be동사가 있는 문장

2 『2인칭 단수 주어(You)＋be동사 are』의 줄임말 You’re
pp.8 - 9

A

3 『3인칭 복수 주어(Kate and Helen/They)＋be동사의 과거형

were』
4 『there is＋단수명사』: ‘…가 있다’

1 나는 배고프다.
그녀는 가수이다.
그는 착하다.
그들은 경기장에 있다.
2 그것은 재미있는 영화였다.

Unit

우리는 어제 부산에 있었다.

2 be동사가 있는 부정문과 의문문
pp.10 - 11

A

B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가 있다.

Mia는 부엌에 없다.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

도로 위에 많은 차들이 있다.

나는 교실에 있었다. 나는 아프지 않았다.

B

Speed Check

1 나 늦었니? - 아니, 그렇지 않아.

1③2②

그는 정직하니? - 응, 그래.

1 i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be동사의 현재형
어휘

gentleman 명 신사

2 그가 해변에 있었니? – 응, 있었어. / 아니, 없었어.

2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로, 주어가 1인칭 단수인 I일 때 be동사
의 과거형은 was

어휘

너는 졸리니? - 응, 그래.

library 명 도서관

	너희들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즐거웠니? - 응, 그랬어. / 아니, 그렇지
않았어.

Speed Check

Practice Test
A 1 She’s 2 I’m 3 You’re 4 They’re 5 It’s
B 1 am 2 They 3 were 4 was, is 5 are
C 1 is, He’s 2 You’re 3 were, They were
4 There is

1②2③
1 주어가 1인칭 복수(We)인 경우 be동사 현재형의 부정은 aren’t 또
는 are not

어휘

same 형 같은 grade 명 등급; *학년

2 주어가 3인칭 단수(it)인 경우 be동사는 is 또는 was. 의문문은 『Is/

Was＋주어 ...?』.

D 1 She is 2 It is 3 There are
4 We were, They were

A
『주어＋be동사』의 줄임말: I’m, you’re, he’s, she’s, it’s, we’re,

they’re

Practice Test
A 1 I’m not 2 they weren’t 3 it is 4 we are
B 1 She isn’t my sister. 또는 She’s not my sister.
2 Are you a member of a science club?
3 We weren’t tired this morning.

B
1 1인칭 단수 주어(I)와 함께 쓰는 be동사의 현재형은 am
2 be동사 are와 함께 쓸 수 있는 주어는 3인칭 복수 They
3 ago로 보아 과거시제로, 1인칭 복수 주어(We)와 함께 쓰는 be동사
의 과거형은 were

4 Was Nick here yesterday?
5 Were they at a concert last Sunday?
C 1 is not 2 He was not 3 Was she 4 Were you
5 were no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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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e동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

1 소유대명사 yours (← your pen)

긍정: 『Yes, 주어＋be동사.』

2 명사 computer를 수식하는 소유격 her. 소유대명사 his (← his

부정: 『No, 주어＋be동사＋not.』

computer).
3 동사 know의 주어로 주격 I를 쓰고, 동사 know의 목적어로 목적격

B

me를 씀

1, 3 be동사가 있는 부정문: 『주어＋be동사＋not ....』

4 명사 pet을 수식하는 소유격 my. 동사 love의 목적어로 목적격 it을

2, 4-5 be동사가 있는 의문문: 『be동사＋주어 ...?』

씀.

C
1 동사 call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him
2 명사 smartphone을 수식하는 소유격 your
Unit

3 인칭대명사

3 ‘그녀의 것’을 나타내는 소유대명사 hers
pp.12 - 13

1 그녀는 귀엽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와 나는 좋은 친구이다.
2 그는 내 단짝이다. 그의 이름은 Thomas이다.
3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매일 그들을 본다.
4 이 반지는 그의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책이니? -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은 나의 것이야.

4 명사 school/house를 수식하는 소유격 Their/her

D
1 3인칭 복수 주어 뒤에는 be동사 are, 명사 cousins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 our를 씀
2 동사 like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하므로 목적격 them을 씀
3 ‘…의 것’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소유대명사를 씀
(mine ← my textbook)

cf. 1 Sarah

는 예쁘다.
			

나는 뉴욕을 아주 좋아한다.
2 그것은 Amy의 드레스이다.
그 자전거는 Mike의 것이다.

Review Test
01 ⑤

02 ②

house?
Speed Check
④

09 ①

03 ②

05 are, is
10 ②

pp.14 - 16

04 Is Jack at his grandparents’
06 Ours, Our

07 ④

11 Was the movie boring?

08 ②

12 Were

they loud 13 She was not busy 14 ③ 15 ② 16 ④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

17 ③ 18 ② 19 his jacket, mine 20 its smell 21 ①
22 Her, She, her 23 Were, wasn’t, was 24 ③

Practice Test
A 1 hers 2 we 3 its 4 you 5 his 6 Sam’s
B 1 yours 2 her, his 3 I, me 4 my, it
C 1 him 2 your 3 hers 4 Their, her
D 1 are our cousins 2 We like them
3 The textbook is mine

01 a brother and a sister를 대신하는 3인칭 복수 주격 대명사

They를 쓴다.

어휘

baseball 명 야구 fan 명 팬, 애호가

02 last month와 I was로 보아 과거시제이며, 주어가 you이므로 be
동사의 과거형 Were를 쓴다.
03 명사를 포함하는 소유대명사가 필요하다. (mine ← my umbrella)
어휘

umbrella 명 우산

04 be동사가 있는 의문문: 『be동사＋주어 ...?』
05 주어 This tea가 3인칭 단수이므로 is를 쓴다.

어휘

tea 명 (마시는) 차

06 명사 앞에는 소유격을 쓰므로 Our를 쓴다.

A

07 ④ Our friends를 대신할 수 있는 3인칭 복수 주격 대명사는 They
present 명 선물 help 동 돕다 homework 명 숙제

1 소유격:소유대명사

이다.

2 주격:소유격

kind 형 친절한 dancer 명 무용수

3 목적격:소유격

어휘

08 there is/are는 be동사 뒤의 명사에 따라 is나 are를 쓴다.

4 주격:목적격

ⓐ a comic book은 단수이므로 is를 쓴다.

5 소유격:소유대명사

ⓑ many singers는 복수이므로 are를 쓴다.

6 고유명사의 주격/목적격:고유명사의 소유격/소유대명사

어휘

comic book 만화책 singer 명 가수 stage 명 무대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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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9 동사(like)의 목적어 자리이므로 목적격을 쓴다.
10 Last Tuesday로 보아 과거시제이다.

1 1)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

ⓐ 주어가 3인칭 단수(Last Tuesday)이므로 be동사 과거형 was

		 우리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를 쓴다.

2) 당신은 멋진 차가 있군요.

ⓑ 주어가 3인칭 복수(They)이므로 be동사 과거형 were를 쓴다.

3) 그/그녀는 정답을 안다.

어휘

twin 형 쌍둥이의

그들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다.

11-12 be동사가 있는 의문문: 『be동사＋주어 ...?』
어휘

2 우리 아버지는 코미디 쇼를 아주 좋아하신다.

boring 형 지루한 loud 형 시끄러운

Max는 방과 후에 수영장에 간다.

13 be동사가 있는 부정문: 『주어＋be동사＋not ....』
어휘

Zoey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weekend 명 주말

그녀는 갈색 머리이다.

14 ③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이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이고,
앞에 No가 있으므로 be동사 과거형의 부정인 wasn’t를 쓴다.
15 ② 주어가 2인칭(You)이므로 weren’t를 쓴다. wasn’t → weren’t
어휘

at that time 그때 weather 명 날씨 friendly 형 친절한

Speed Check
1 takes 2 know 3 go
1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대부분 -s를 붙임

famous 형 유명한

16 ④ he의 소유격은 his이다. He’s → His

어휘

어휘

tie 명 넥타이

take a walk 산책하다

2-3 3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동사원형을 씀

movie star 영화배우 warm 형 따뜻한 want 동 원하다

어휘

17 Were they ...?에 대한 알맞은 대답은 Yes, they were.나 No,

address 명 주소

they weren’t. / No, they were not.이다.
18 ② 질문이 am I ...?이므로 응답은 Yes, you are. 또는 No,

you’re not. / No, you are not.이 되어야 한다.
19 소유대명사 mine (← my jacket)
20 it의 소유격은 its이다.

어휘

어휘

어휘

class 명 학급

jacket 명 재킷

delicious 형 아주 맛있는

Practice Test
A 1 have 2 chats 3 teaches 4 brushes 5 does

21 ①의 his는 소유대명사이고, 나머지는 소유격이다.
어휘

watch 명 손목시계 funny 형 재미있는 one’s home country 고국

22 my sister가 단수이고 여자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명사(name)
를 수식하는 소유격 Her를, 두 번째 빈칸은 주어 자리이므로 주격

She를, 세 번째 빈칸에는 love의 목적어 자리이므로 목적격 her를
쓴다.

어휘

6 read 7 wants
B 1 passes 2 cries 3 worries 4 goes 5 do
6 watches 7 reads
C 1 You dance 2 Tom wants 3 We wash
4 They fix 5 Ted catches a cold

active 형 활동적인

23 주어가 2인칭 단수(you)일 때 be동사의 과거형은 were를 쓴다.
주어가 1인칭 단수(I)일 때 be동사의 과거형은 was이고, 부정은

A

wasn’t이다.

1 2인칭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동사원형을 씀

24 ⓑ 명사(friend)를 수식하는 소유격이 필요하다. Mike → Mike’s

2, 7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대부분 -s를 붙임

		ⓓ 주어가 1인칭 복수(We)이므로 were를 쓴다. was → were

3-5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ch나 -sh, -o로 끝나는 일반동사의 현재형

어휘

은 -es를 붙임

exit 명 출구 park 명 공원

6 3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동사원형을 씀

B
1, 4, 6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s나 -o, -ch로 끝나는 일반동사의 현재
형은 -es를 붙임
2-3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자음＋-y ’로 끝나는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CHAPTER 02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임
5 3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동사원형을 씀

일반동사
Unit

7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대부분 -s를 붙임

1 일반동사의 의미와 형태
pp.1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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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Speed Check

2 일반동사의 과거형
pp.20 - 21

A

1 don’t 2 doesn’t 3 didn’t 4 don’t
1 1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1 나는 어젯밤에 재즈 음악을 들었다.

2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esn’t＋동사원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형』

경찰은 그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휘

history 명 역사

3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부정: 『didn’t＋동사원형』

2 그녀는 그녀의 커피에 설탕을 넣었다.

4 1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

어휘

these days 요즘

나는 여행 후 집으로 돌아왔다.

Speed Check

Practice Test

1 wore 2 taught 3 hit 4 dropped, broke

A 1 doesn’t 2 don’t 3 doesn’t 4 don’t

1 wear-wore (불규칙 변화)

B 1 don’t have 2 doesn’t like 3 doesn’t use

2 teach-taught (불규칙 변화)
3 hit-hit (불규칙 변화)

어휘

4 didn’t play 5 don’t take 6 didn’t enjoy

hard 부 열심히; *세게

7 didn’t sing 8 doesn’t work

4 drop-dropped (규칙 변화) / break-broke (불규칙 변화)

C 1 I don’t ride 2 We didn’t believe
3 He doesn’t listen to 4 They don’t drink coffee

Practice Test

5 She doesn’t speak Spanish

A 1 studied 2 had 3 planned 4 lost 5 called
6 read 7 lived

A
1, 3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esn’t＋

B 1 traveled to Spain 2 bought a tablet

동사원형』

3 chatted online 4 ate Japanese food

2 1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5 went shopping, watched a movie

4 1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C 1 took 2 hurt 3 brought 4 cut

B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동사의 과거형을 씀

1 1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2-3, 8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esn’t＋
동사원형』
4, 6-7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부정: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didn’t＋동사원형』

Unit

5 1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n’t＋동사원형』

3 일반동사가 있는 부정문
pp.22 - 23

1 나는 주말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C
1 1인칭 단수 주어, 현재시제

너는 몸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2 1인칭 복수 주어, 과거시제

Sam과 Jenny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지 않는다.

3, 5 3인칭 단수 주어, 현재시제

2 그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4 3인칭 복수 주어, 현재시제

Logan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내 강아지가 종일 짖지를 않는다.
3 나는 어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았다.
너는 오늘 아침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cf.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나는 네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Unit

4 일반동사가 있는 의문문
pp.24 - 25

A: 너는 소설을 읽니?
B: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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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ley가 제시간에 도착했니?
B: 응, 그랬어. / 아니, 그러지 못했어.

Review Test
01 ③

02 ⑤

03 ④

pp.26 - 28

04 Did you take the medicine

1 너는 우유를 좀 원하니? - 응, 그래.

05 I didn’t bring my cell phone

	그들은 고전 음악을 좋아하니?

09 ③

- 아니, 그렇지 않아. 그들은 대중음악을 좋아해.

15 ⑤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니?

church

3 너는 네 숙제를 끝냈니? - 응, 그랬어.
	Lily는 어젯밤에 시내에 갔니?
- 아니,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집에 있었어.

1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은 Does로
시작
2 2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은 Do로 시
작
3, 5 일반동사가 있는 과거시제 의문문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어휘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4 1인칭 복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은 Do로 시
어휘

13 goes jogging

16 ③

17 ①

19 ③

18 No, she doesn’t, goes to

20 I saw kangaroos

21 Do you get

pocket money 22 wore, didn’t fit
01 동사원형에 -s가 있으므로 주어는 3인칭 단수인 He를 쓴다.
어휘

hike 동 도보 여행하다

『Did＋주어＋동사원형 ...?』을 쓴다.

1 Does 2 Do 3 Did 4 Do 5 Did

작

12 bought

08 ⑤

02 last Sunday로 보아 과거시제이고 일반동사가 있으므로 의문문

Speed Check

Did로 시작

11 ④

07 ⑤

14 has lunch, comes home, takes a swimming class

2 그는 안경을 쓰니? -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그녀는 기타를 연주해.

10 ①

06 ②

win 동 이기다

03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부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didn’t＋동사원형』을 쓴다.

어휘

어휘

medicine 명 약

05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부정: 『didn’t＋동사원형』
어휘

cell phone 휴대전화

06 cheesecake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chocolate cake를 좋아한다
고 대답했으므로 부정 대답을 쓴다. 주어가 1인칭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의 부정 대답은 『No, 주어＋don’t.』를 쓴다.
07 일반동사가 있는 과거시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주어＋did.』
또는 『No, 주어＋didn’t.』이다.

Practice Test
A 1 Do 2 Does 3 enjoy 4 eat
B 1 Did, make 2 Does, play 3 Did, meet
C 1 No, he doesn’t 2 Yes, I do 3 No, she didn’t
D A: Did John pass the test
B: Yes, he did

forget 동 잊다

04 일반동사가 있는 과거시제 의문문: 『Did＋주어＋동사원형 ...?』

어휘

fight 동 싸우다

08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시제 부정: 『doesn’t＋동
사원형』
09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
『Does＋주어＋동사원형 ...?』
10 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x로 끝나는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es를
붙인다. fix → fixes
어휘

usually 부 대개 fix 동 고치다; *해결하다 bike 명 자전거

11 ④ 주어가 3인칭 복수(her parents)이므로 일반동사가 있는 의문문
은 Do나 Did로 시작한다. Does → Do/Did
어휘

A
일반동사가 있는 의문문: 『Do/Does/Did＋주어＋동사원형 ...?』
1 2인칭 주어이고 현재시제이므로 Do로 시작
2 3인칭 단수 주어이고 현재시제이므로 Does로 시작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12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buy의 과거형인 bought를 쓴
다.

어휘

sneaker 명 운동화

13 These days로 보아 현재시제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Betty)이므
로 동사는 goes를 쓴다.
14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각 동사의 현재형은 has, comes, takes

B
1, 3 일반동사가 있는 과거시제 의문문: 『Did＋주어＋동사원형 ...?』
2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 『Does＋
주어＋동사원형 ...?』

이다.
15 ⑤ 과거시제일 때 일반동사의 부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
이 『didn’t＋동사원형』을 쓴다. don’t played → didn’t play 또는

played

C
일반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대답
긍정: 『Yes, 주어＋do/does/did.』
부정: 『No, 주어＋don’t/doesn’t/didn’t.』

어휘

cook 동 요리하다

16 last night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did를 쓴다.
어휘

difficult 형 어려운

17 과거시제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Did＋주어＋동사원형

...?』을 쓰며, 주어가 1인칭 복수일 때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동사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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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쓴다.

어휘

art museum 미술관 visit 동 방문하다

18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므로, 대답은 No, she doesn’t.가 알맞

D 1 two fish 2 three tomatoes
3 a piece of advice 4 three monkeys

다.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o로 끝나는 일반동사의 현재형은 -es를
붙인다.
어휘

post 동 (사진 등을) 올리다, 게시하다 go to church 교회에 가다

19 ③ Last saturday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1, 4 추상명사(joy)와 물질명사(sugar) 앞에는 부정관사를 쓰지 않음
2 ‘자음＋y’로 끝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y를 i로 고치고 -es

lose-lost (불규칙 변화) losed → lost
어휘

A

를 붙임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lose 동 잃다; *지다 coach 명 코치

3 -f로 끝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임

cheer up …을 격려하다 decide 동 결심하다

		[해석] 지난 토요일 우리는 농구 시합을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

5 mouse-mice (불규칙 변화)

만 졌다. 우리 코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우리는 다음 경기에

B

서는 이기기로 결심했다.

1 물질명사(air) 앞에는 부정관사를 쓰지 않음

20 see-saw (불규칙 변화)
21 주어가 2인칭 단수일 때 일반동사가 있는 현재시제 의문문: 『Do＋
주어＋동사원형 ...?』

어휘

pocket money 용돈

22 wear-wore (불규칙 변화)

3 sheep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음

C

일반동사의 과거시제 부정: 『didn’t＋동사원형』
어휘

2 gentleman-gentlemen (불규칙 변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위나 용기, 모양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 수량을 표

fit 동 (모양·크기가) 맞다 pants 명 pl. 바지

시함
1 two bowls of rice 밥 두 공기
2 two pieces of paper 종이 두 장
3 five glasses of water 물 다섯 잔
4 three slices of pizza 피자 세 조각
5 a pair of pants 바지 한 벌

CHAPTER 03

명사와 관사
Unit
Unit

pp.32 - 33

1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pp.30 - 31

Grammar

2 관사

커피 두 잔 주세요.

B
1 1) 그는 관광객이다.
2) 나는 아들이 하나 있다.
3) 그 자동차는 시속 60km로 달린다.
2 1)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았다. 그 영화는 매우 재미있었다.

Speed Check

2) 문 좀 열어 주세요.

⑤

3) 탁자 위에 있는 그 열쇠는 Bob의 것이다.

셀 수 없는 명사인 juice는 용기를 나타내는 명사(glass)를 사용하여 수
량을 나타냄

어휘

4) 나는 바이올린 연주를 잘한다.

guest 명 손님

cf. 나는 바이올린 한 대가 있어.
3 1)

Practice Test

Speed Check

A 1 joy 2 cities 3 leaves 4 sugar 5 mice
B 1 Air 2 Ladies and gentlemen

cf. 저녁 맛있게 드세요.

3 three sheep

C 1 two bowls of rice 2 two pieces of paper
3 five glasses of water 4 three slices of pizza

1①2⑤
1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며 뒤에 나오는 단어(clever)의 발음이 자음으
로 시작하므로 부정관사 a를 씀

어휘

dolphin 명 돌고래

2 운동경기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음

5 a pair of pant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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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book 21 ② 22 ③ 23 a famous singer 24 hours a

A 1 the 2 the 3 an 4 the 5 an 6 The, the 7 a

week

B 1 an idea 2 a day 3 by taxi 4 on the Internet
	
5 had a good dinner 6 the bakery on the corner
7 The coat
C 1 the sun 2 The vase 3 plays tennis 4 a week
5 go to school by bus

01 map은 셀 수 있는 명사, 나머지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다.
02 tooth-teeth (불규칙 변화)
03 water는 a bottle[glass/cup] of water의 형태로 쓴다.
04 명사가 수식어(in the vase)의 꾸밈을 받아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쓴다.
05 -f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A

어휘

1 서로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씀

shelf 명 선반

06 ⓐ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이 자음으로 시

2 환경을 나타낼 때 정관사 the를 씀
3, 5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
작하므로 부정관사 an을 씀

작하므로 부정관사 a를 쓴다.
		ⓑ 앞서 나온 명사(a sports car)를 가리키므로 정관사 the를 쓴다.
07 ⓐ 하나뿐인 존재 앞에는 정관사 the를 쓴다.

4 악기명 앞에는 정관사 the를 씀

		ⓑ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단어(interesting)의 발음

6 하나뿐인 존재를 나타낼 때 정관사 the를 씀
7 ‘…마다/에/당’의 뜻을 나타내고 뒤에 나오는 명사의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므로 부정관사 a를 씀

이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부정관사 an을 쓴다.
		ⓒ 악기명 앞에는 정관사 the를 쓴다.
08 ④ 셀 수 없는 명사인 salad는 용기를 나타내는 명사 bowl을 사용
하여 수량을 표시한다. salads → salad

B
1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며 뒤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
므로 부정관사 an을 씀

09 ①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Ann)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
는다.
10 ② an orange ③ a puppy 또는 puppies ④ the window

2 ‘…마다/에/당’의 뜻을 나타낼 때 부정관사를 씀

⑤ play baseball

3 『by＋교통수단』에는 관사를 쓰지 않음

어휘

puppy 명 강아지

11 명사가 수식어(on the wall)의 꾸밈을 받아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4 관용적으로 Internet 앞에는 정관사 the를 씀
5 식사명을 수식하는 형용사(good)가 있을 때는 부정관사를 씀
6 명사가 수식어(on the corner)의 꾸밈을 받아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씀

정관사 the를 쓴다.

mirror 명 거울 wall 명 벽

어휘

12 ③ deer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다. deers → deer
어휘

grow 동 자라다; *기르다 forest 명 숲

13 ⑤ happiness는 추상명사이므로 단수형으로 쓴다.

7 앞서 나온 명사를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씀

happinesses → happiness

어휘

pray 동 기도하다

14 ② 『by＋교통수단』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C

어휘

1 하나뿐인 존재를 나타낼 때 정관사 the를 씀
2 명사가 수식어(on the desk)의 꾸밈을 받아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씀

turn on …을 켜다 cello 명 첼로 behind 전 뒤에

15 1) -sh로 끝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뒤에 -es를 붙인다.
		2) 똑같은 두 개의 부분이 하나를 이루는 명사 shoes는 단위를 나
타내는 명사 pair로 수량을 표시한다.

3 운동경기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음

		3) 셀 수 없는 명사인 bread는 loaf로 수량을 표시할 수 있다.

4 ‘…마다/에/당’의 뜻을 나타낼 때 부정관사를 씀
5 장소가 본래의 용도로 쓰일 때, 『by＋교통 수단』에는 관사를 쓰지 않
음

16 셀 수 없는 명사인 wine은 용기를 나타내는 명사 glass를 사용하
여 수량을 표시한다.

어휘

order 동 주문하다

17 ⓐ 서로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정관사 the를 쓴다. a salt → the salt
		ⓒ 관용적으로 Internet 앞에는 정관사 the를 쓴다.

Review Test

an Internet → the Internet
pp.34 - 36

어휘

in groups 무리지어

surf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을 하다

meeting 명 회의 drawer 명 서랍

01 ④

02 ⑤

03 ⑤

04 A flower, The flower

05 shelfs, shelves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①

18 똑같은 두 개의 부분이 하나를 이루는 명사 glasses는 단위를 나타
내는 명사 pair를 써서 수량을 표시한다.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1) three dishes 2) two

19 mouse-mice (불규칙 변화)

pairs of shoes 3) a loaf of bread 16 ④ 17 ④ 18 a

20 막연한 하나를 나타낼 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쓰고, 하

pair of pants 19 two mice 20 a book, the earth, The

어휘

chase 동 뒤쫓다

나뿐인 존재(earth) 앞에 정관사를 쓴다. 앞서 나온 명사를 가리킬
때도 정관사를 쓴다.

어휘

thick 형 두꺼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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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love는 추상명사이므로 앞에 부정관사 a를 쓰지 않는다.

A love → Love

A 1 need 2 had 3 flew 4 look 5 bought

		ⓓ 식사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B 1 was 2 is 3 walked 4 Did they play 5 eat

before the breakfast → before breakfast
어휘

Practice Test

C 1 is the capital 2 Mary takes a shower

go jogging 조깅하러 가다

22 I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s.로 세 번째 오는 말은

3 The train left 4 I posted my picture

basketball이다.

5 bought a new dress, was

23 막연한 하나를 나타내며 뒤에 나오는 단어(famous)의 발음이 자음

6 wrote many songs, listens to

으로 시작하므로 부정관사 a를 쓴다.
24 ‘…마다/에/당’(= per)의 뜻을 나타낼 때 부정관사를 쓴다.

A
1 과학적 사실은 현재시제로 나타냄
2 last night으로 보아 과거시제
3 a month ago로 보아 과거시제
4 now로 보아 현재시제 (현재의 상태)
5 last year로 보아 과거시제

CHAPTER 04

B

문장의 시제

1 Last summer로 보아 과거시제
2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시제로 나타냄
3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로 나타냄

Unit

4 last Sunday로 보아 과거시제

1 현재시제와 과거시제

5 현재의 일상적인 습관은 현재시제로 나타냄
pp.38 - 39

C

A
1 마당에 레몬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다.

1 현재의 사실은 현재시제로 나타냄
2 현재의 일상적인 습관은 현재시제로 나타냄

2 내 남동생은 매일 아침 조깅하러 간다.

3 10 minutes ago로 보아 과거시제

3 2 더하기 5는 7이다.

4 last night으로 보아 과거시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5 과거의 동작과 상태는 과거시제로 나타냄
6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로, 현재의 일상적인 습관은 현재시제로 나타
냄

B
1 나는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책 한 권을 주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어제 TV에 나왔다.
2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Kate는 지난 토요일에 박물관에 갔다.

Unit

2 진행형
pp.40 - 41

Grammar
나는 내년에 열 다섯 살이 될 것이다.

A

그들은 다음 달에 결혼할 것이다.

1 엄마는 쿠키를 굽고 있다.

Speed Check

2 Frank는 이메일을 쓰고 있었다.

손님들은 파티에서 춤추고 있다.

1②2③3③
1 현재의 일상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현재시제를 사용
2 two years ago로 보아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시제를 사용
3 in 1997로 보아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시제를 사용
어휘

die 동 죽다

내 친구들은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B
1 나는 음악을 듣고 있지 않다. 나는 뉴스를 듣고 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았다.
2 너는 수학 시험공부를 하고 있니? – 응, 그러고 있어.
그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니? – 아니, 그러고 있지 않았어.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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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를 알고 있다.

03 now로 보아 현재 진행형(『be동사의 현재형＋v-ing』)을 쓴다.

나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04 Did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buy의 과거형인 bought를 쓴다.

나는 지금 피자를 먹고 있다.

05 have가 소유를 나타낼 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06 want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Speed Check

07 과거시제이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인 tomorrow는 쓸 수 없다.
어휘

1⑤2①

have a date with …와 데이트를 하다

08 last night,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를 쓴다.
1 now로 보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현재 진행형(『be동사의
현재형＋v-ing』)

09 진행형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주어＋be동사.』나 『No, 주
어＋be동사＋not.』으로 한다.

2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be동사의 현재형＋주어＋v-ing ...?』

어휘

sci-fi 명 공상 과학 (= science fiction) horror movie 공포영화

10 ⓐ yesterday afternoon으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과거시제 의문
문 『Did＋주어＋동사원형 ...?』을 쓴다.

Practice Test

		ⓑ this morning으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see의 과거형인 saw

A 1 was washing her face

11 현재 진행형: 『be동사의 현재형＋v-ing』

를 쓴다.
12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be동사의 현재형＋주어＋v-ing ...?』

2 was having breakfast

13 진행형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주어＋be동사.』나 『No, 주

3 was putting on her uniform

어＋be동사＋not.』으로 한다.

4 was packing his school bag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형＋v-ing』

5 were having lunch

14 1), 3)-4) every day로 보아 매일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현재

B 1 Were you walking 2 They were clapping

시제를 쓴다.

3 She is not preparing 4 Was he smiling

		2)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를 쓴다.

C 1 Were you hiding 2 My teacher is talking

어휘

3 They weren’t sitting, They were running

gym 명 체육관 feed 동 먹이를 주다

15 ① 진행형의 부정문은 『be동사＋not v-ing』이다. eating not →

not eating

어휘

rise 동 (해·달이) 뜨다

16 ③
 at that time으로 보아 과거시제이므로 과거 진행형을 쓴다.

A

Are → Were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형＋v-ing』

어휘

exercise 동 운동하다 upset 형 속상한, 마음이 상한

17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 진행형인 『be동사의
과거형＋v-ing』를 쓴다.

B
1, 4 진행형의 의문문: 『be동사＋주어＋v-ing ...?』

18 ‘… 중이다’는 뜻의 현재 진행형을 쓴다.

2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형＋v-ing』

19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일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므로 과거 진행형의

3 진행형의 부정문: 『be동사＋not v-ing』

부정문을 쓴다.
20 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시제로 나타내므로 were → is
		③ yesterday로 보아 과거 진행형이므로 are → were
		④ 진행형의 부정이므로 taking not → not taking

Review Test

pp.42 - 44

01 ② 02 ③ 03 ① 04 bought 05 am having, have
또는 had

06 was wanting, wanted 또는 want

08 visited, practiced
cake

09 ④

12 Is, tying his shoe

drawing

10 ③

07 ⑤

11 is making a

13 No, she wasn’t, was

14 1) cleans his room 2) played basketball

		⑤ 역사적 사실은 과거시제로 나타내므로 invents → invented
어휘

lesson 명 수업 invent 동 발명하다

21 ② 문맥상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행형의 부정
문을 쓴다.
		④ know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어휘

break 명 휴식; *(학교의) 쉬는 시간

		 [해석] 지금은 금요일 오후이다. Brown 선생님은 그의 학생들에게

3) goes to the gym 4) feeds her dog

15 ①

16 ③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

17 The students were visiting

19 ④

20 ②

다. 그들은 쉬는 시간을 원한다. Brown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있

18 ④

21 ② study → studying, ④ is knowing → knows

다.

01 five minutes ago로 보아 과거시제를 쓴다.
02 be동사 were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진행형(『be동사의 과거
형＋v-ing』)을 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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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5 Would you turn off

조동사

A
1 『조동사 will＋동사원형』: ‘…할 것이다’ (미래시제)
2 be going to가 있는 의문문: 『be동사＋주어＋going to＋동사원형

Unit

...?』

1 will

3 주어가 3인칭 복수이므로 are going to를 씀
pp.46 - 47

4 will의 부정: 『will not＋동사원형』

A

5 will이 있는 의문문: 『Will＋주어＋동사원형 ...?』

1 내일 비가 올 것이다.

6 be going to의 부정: 『be동사＋not going to＋동사원형』

그는 내일 바쁠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겠다[바꿀 것이다].

C

Karen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5 정중한 부탁을 나타낼 때: 『Would you＋동사원형 ...?』

	너는 스포츠 클럽에 가입할 거니? - 응, 할 거야. / 아니, 안 할 거야.

cf. 우리는 네가 그리울 거야.
			

그녀가 이번 주말에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지는 않을 것이다.

Unit

			너는 그녀에게 전화할 거니? - 응, 그럴 거야. / 아니, 그러지

2 can, may
pp.48 - 49

않을 거야.
1 1)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니? - 응, 할 수 있어. / 아니, 못 해.

Grammar

		 나는 그 파일을 열 수 없다.

1 그는 그녀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2) 네 휴대전화를 써도 되니? - 응, 돼. / 아니, 안 돼.

2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너는 거기에 혼자 가면 안 된다.

3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너는 언젠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Grammar

Speed Check

1 나는 Jason이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①2②3③

2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paint
1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원형을 씀 어휘

동

페인트칠 하다

2 『be going to＋동사원형』: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어휘

speech 명 연설

3 be going to의 부정: 『be동사＋not going to＋동사원형』

2 1) 너는 저녁 식사 후에 후식을 먹어도 좋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베껴서는 안 된다.
		 화장실에 가도 되나요? - 네, 됩니다. / 아니요, 안 됩니다.
2) 손님들이 곧 도착할지도 모른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Practice Test
A 1 be 2 to clean 3 are going to 4 not study
5 wash 6 is not going to
B 1 Brian will wash the dishes for his mom.
2 The train won’t[will not] leave on time.

Speed Check
1③2④
1 대답을 may로 했으므로 질문에 may(허가)를 쓴다.
2 능력·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또는 is able to를 쓴다.
어휘

washing machine 세탁기 dry 동 말리다

3 Is she going to help me this weekend?
4 We are going to buy concert tickets.
5 Jenny is not going to cook dinner.
C 1 Will you call me 2 Are you going to eat
3 My friends won’t come
4 is not going to do laundry

Practice Test
A 1 may not be 2 take 3 Are you able to tell
4 may have 5 lend 6 was not able to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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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ould not＋동사원형』: ‘…하면 안 된다’

B 1 Can, go 2 may not take 3 can’t walk
4 may not pass 5 May, have 6 can’t read
C 1 May[Can/Could] I have 2 He can dance
3 Is he able to eat 4 My friend may not like

Practice Test
A 1 doesn’t have 2 not be 3 have to 4 must

A

5 don’t have to

1 may의 부정: 『may not＋동사원형』
2, 5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 『조동사＋주어＋동사원형 ...?』
3 be able to가 있는 의문문: 『be동사＋주어＋able to＋동사원형

...?』

B 1 must 2 should 3 don’t have to 4 better
5 should/must
C 1 You must not park 2 Terry has to write
3 He cannot be 4 They didn’t have to hurry

4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을 씀
6 be able to의 부정: 『be동사＋not able to＋동사원형』

A
B

1, 5 『don’t[doesn’t] have to＋동사원형』: ‘…할 필요가 없다’

1 허가를 나타내는 can

2 should의 부정: 『should not＋동사원형』

2 허가를 나타내는 may의 부정 may not: ‘…하면 안 된다’

3 의무를 나타내는 have to: ‘…해야 한다’

3 능력·가능을 나타내는 can의 부정 can’t[cannot]: ‘…할 수 없다’

4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임이 틀림없다’

4 추측을 나타내는 may의 부정 may not: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5 허가를 나타내는 may

B

6 허가를 나타내는 can의 부정 can’t: ‘…하면 안 된다’

1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임이 틀림없다’
2 should로 질문했으므로 should로 답함
3 have to의 부정: 『don’t[doesn’t] have to＋동사원형』
4 강한 충고나 권고를 나타내는 『had better＋동사원형』: ‘…하는 것
이 낫다’

Unit

3 must, should

5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must
pp.50 - 51

1 1) 너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cf. 그녀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 - 응, 그래야 해. / 아니, 그럴 필요

C
1 must not: ‘…하면 안 된다’
2 have[has] to: ‘…해야 한다’
3 cannot[can’t]: ‘…일 리가 없다’
4 didn’t have to: ‘…할 필요가 없었다’

없어.

너는 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2) 그 노부인은 부자임이 틀림없다.
		 ↔ 그 노부인은 부자일 리가 없다.
2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Review Test

pp.52 - 54

01 ④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Yes, I can, I can’t,

너는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No, I can’t, I can’t 07 1) can 2) will 3) must 4) should

너는 그 파티에 와야 한다.

5) may 08 ⑤ 09 ② 10 1) F 2) T 3) T 11 to be, be

Grammar
너 약을 좀 먹는 것이 낫겠다. 기침을 많이 하네.

Speed Check
1④2②3③
1 『have to＋동사원형』: ‘…해야 한다’ (= must)
2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임이 틀림없다’
어휘

popular 형 인기 있는

12 helps, help 13 have, to have 14 ⑤ 15 ⑤ 16 ③
17 He is going to move

18 You must/should not

waste 19 ③ 20 ⑤ 21 ② 22 must/should not swim
23 must/should not walk 24 can/may fish
01 능력·가능을 나타내는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parrot 명 앵무새

02 허가를 나타내는 can은 may로 바꿔 쓸 수 있다.
03 미안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부정의 대답이 와야 하고, can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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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했으므로 can’t로 답한다.

어휘

market 명 시장

CHAPTER 06

04 tomorrow로 보아 미래시제이므로 ‘…할 것이다’라는 뜻의 조동사

will을 쓴다.

어휘

amusement park 놀이공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05 will은 미래시제(‘…할 것이다’)나 주어의 의지(‘…하겠다’)를 나타낸
다.
06 능력·가능을 나타내는 can으로 묻고 답한다.
어휘

ukulele 명 우쿨렐레 (악기 이름) either 부 …도[역시/또한]

Unit

07 1) 능력·가능의 can 2) 미래시제의 will 3) 강한 추측의 must
4) 의무의 should 5) 허가의 may
어휘

remember 동 기억하다 password 명 암호, 비밀번호

08 ⑤
 be going to의 부정: 『be동사＋not going to＋동사원형』

pp.56 - 57

A
1 A: 누가 저 수프를 만들었어?

B: 내가 했어. / 내가 그걸 만들었어.

going not to → not going to
어휘

across 전 가로질러

어휘

A: 너 어제 누구를 만났어?

indoors 부 실내에서

09 『would like to＋동사원형』: ‘…하고 싶다’ to going → to go
turn down (소리 등을) 낮추다 volume 명 용량; *음량

1 의문사 who, what, which

B: (난) 내 친구(를 만났어).
2 네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이니?
너는 한가할 때 무엇을 하니?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fix 동 고치다 throw 동 던지다

3 어느 것이 가장 빠른 차니?

trash 명 쓰레기

너는 피자와 파스타 중 어느 걸 원하니?

10 1) 미래시제의 will 2) 추측의 may 3) 의무의 should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니?

11 『cannot＋동사원형』: ‘…일 리가 없다’

너는 분홍색과 하늘색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12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
13 『would like to＋동사원형』: ‘…하고 싶다’
14 ⑤의 may는 허가, 나머지는 추측을 나타낸다.
어휘

lawyer 명 변호사

arrive 동 도착하다

Grammar
1 누가 이 초콜릿을 원하니?

win a contest 대회에서 이기다 stay 동 머무르다

15 ⑤의 must는 강한 추측, 나머지는 의무를 나타낸다.
어휘

textbook 명 교과서 passport 명 여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니?
2 너는 몇 시에 집에 가니?
너는 어제 어느 영화를 보았니?

16 ③의 can은 허가, 나머지는 능력·가능을 나타낸다.
어휘

essay 명 수필; 보고서

17 가까운 미래·계획을 나타내는 be going to
어휘

move 동 이사하다 soon 부 곧

18 의무를 나타내는 must/should

어휘

waste 동 낭비하다

19 ⓑ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 be going to는 둘 중 하나만 쓴다.

Speed Check
1①2②
1 ‘누가’의 뜻으로 사람에 관해 묻는 who가 필요
2 ‘무엇을’의 뜻으로 사물이나 사건에 관해 묻는 what이 필요

He will marry her. 또는 He is going to marry her.
		ⓔ may의 부정: 『may not＋동사원형』 to die → die
어휘

marry 동 …와 결혼하다 patient 명 환자

20 ⑤ have to로 질문했고, ‘…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의 대답이 와야
한다. No, you must not. → No, you don’t (have to).
어휘

letter 명 편지; *글자 return 동 돌려주다

21 추측의 may: ‘…일지도 모른다’
22-23 금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므로 must/should의 부정을 쓴다.
24 허가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므로 can/may를 쓴다.
어휘

Practice Test
A 1 What 2 Which 3 What 4 has
B 1 What did Erin do 2 Which class does he have
3 Who cleaned the living room?
C 1 Who drew 2 What did you say
3 Which do you like better

fish 동 낚시하다

4 Which fruit do you prefer

A
1 ‘무엇을’의 뜻으로 사물에 관해 묻는 것이므로 what을 씀
2 ‘어느 것’의 뜻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선택을 묻는 것이므로

which를 씀
3 명사(time)를 수식하는 의문형용사가 필요하며, 정해지지 않은 대상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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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택을 묻는 것이므로 what을 씀

A
1 ‘언제’의 뜻으로 시간, 날짜 등을 물을 때 when을 씀

4 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

2 ‘왜’의 뜻으로 원인, 이유 등을 물을 때 why를 씀

B

3 ‘어디서’, ‘어디에’의 뜻으로 위치, 장소 등을 물을 때 where를 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 『의문사＋동사[be동사/조동사/do[did]]
＋주어 ...?』

B
1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에 대한 대답은 주로 because로 시작
2 시간을 묻는 what time
3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

Unit

2 의문사 when, where, why

C
pp.58 - 59

1 네 휴가는 언제니?
너는 Chicago에 언제 갈 거니?
너는 점심을 언제 먹니?

그 음악회는 언제 시작하니?

1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
2 시간을 묻는 what time
3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
4 『Why don’t we＋동사원형 ...?』: ‘우리 …하지 않을래?’
5 시간을 묻는 의문사 when

2 실례지만, 시청은 어디에 있나요?
너는 이 쿠폰을 어디서 얻었니?
너는 Mandy를 어디서 만날 거니?
3 A: 너는 왜 학교에 지각했니?

B: 내가 늦게 일어나서.
A: 그녀가 네게 왜 전화했니?
B: 그녀가 우리 숙제에 관해 질문이 있었거든.

3 의문사 how
pp.60 - 61

1 1) A: 오늘 기분 어때?
		 B: 아주 좋아.
		 A: 어떻게 출근하시나요?

Grammar
1 너 좀 쉬는 게 어때? 피곤해 보여.
2 우리 스노보드 타러 가지 않을래?

		 B: 버스로요.
2) 그는 몇 살이니? - 그는 열 세 살이야.
		 저 모델은 키가 얼마나 크니? - 그녀는 180cm야.
		 뉴욕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니? - 약 10일쯤.

Speed Check

		 미용실에는 얼마나 자주 가니? - 한 달에 한 번.

1⑤2④3③

		 Brian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니?

1 Because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원인, 이유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
사 why가 필요

Unit

어휘

useful 형 유용한

2 장소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위치, 장소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사

where가 필요
3 시간으로 답하고 있으므로 시간, 날짜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사

		 얼마나 많은 휘발유를 넣을까요?

Grammar
A: 잠깐 쉬는 게 어때? / 우리 잠깐 쉬지 않을래? / 잠깐 쉬자.
B: 좋아.

when이 필요
Speed Check
1①2③3③

Practice Test
A 1 When 2 Why 3 Where
B 1② 2③ 3①
C 1 Where did you find 2 What time does the store

1 방법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수단이나 방법을 묻는 의문사 how가
필요
2 기간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오랫동안’의 뜻인 how long이
필요
3 people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how many를 씀

3 Why did you lie 4 Why don’t we go camping
5 When did she arriv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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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바꿔 쓸 수 있다.
07 •How deep ...?: ‘얼마나 깊이’

A 1 How much money 2 How many hours

		•how: ‘어떻게’ (방법에 대해 물을 때)

3 taking a walk 4 How old 5 How tall

		•How high ...?: ‘얼마나 높이’

B 1 How often 2 How long 3 How many

어휘

deep 부 깊이

dive 동 다이빙하다 machine 명 기계

08 How often do you wash your hair?이므로 두 번째 단어는

4 How much
C 1 How does Helen study 2 How was your trip
	
3 How many gifts

often이다.
09 대답이 Because로 시작하므로 질문은 원인, 이유를 묻는 의문사

why를 쓴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고 했으니 ② ‘너는

4 How[What] about having pizza

왜 그렇게 피곤해?’가 알맞다.
어휘

A

stay up late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다

10 ‘너는 사과 주스와 레모네이드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니?’에 대한 대

1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How much ...?를 씀
2 hour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How many ...?를 씀
3 How[What] about v-ing ...?: ‘…(하는 것)은 어때?’

답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나는 사과 주스를 더 좋아해.’이다.
어휘

order 동 주문하다 thirsty 형 목마른

11 salt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How much ...?를 쓴다.

4 나이를 물을 때는 How old ...?를 씀

12 『Why don’t you＋동사원형 ...?』: ‘…하는 것이 어때?’

5 키를 물을 때는 How tall ...?을 씀

13 ⓐ 위치, 장소를 물을 때 쓰는 의문사 where
		ⓑ 명사(way) 앞에 위치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선택을 물을 때

B

쓰는 의문형용사 which

1 빈도를 물을 때는 How often ...?을 씀

어휘

map 명 지도

14 ⓐ ‘누가’의 뜻으로 사람에 관해 묻고 있으므로 의문사 who

2 기간을 물을 때는 How long ...?을 씀
3 cup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How many ...?를 씀
4 sugar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How much ...?를 씀

		ⓑ ‘무엇을’의 뜻으로 사건에 관해 묻고 있으므로 의문사 what
15 ⓐ 장소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의문사 where를 쓴다.
		ⓑ 방법(교통수단)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의문사 how를 쓴다.
		ⓒ 기간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오랫동안’의 뜻인 How

long ...?을 쓴다.

Review Test

pp.62 - 64

16 ① ‘어떤 나라를 방문했는지’ 묻고 있으므로 출신으로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01 ⑤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How[What]

07 ④ 08 ③ 09 ② 10 ① 11 many, much 12 going,
go

13 ③

16 ①, ④
need

14 ④

15 ⓐ Where ⓑ How ⓒ How long

17 Who(m) do you like

18 Which do you

19 How long did you study

20 How often do

you check 21 When, Where, Why don’t we
01 대답이 때를 나타내므로 시간, 날짜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사

when을 쓴다.

어휘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

02 대답이 빈도를 나타내므로 ‘얼마나 자주’의 뜻인 How often ...?을
쓴다.

어휘

twice 부 두 번

03 명사(size) 앞에 있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선택을 묻는 것이므로
의문형용사 which를 쓴다.

어휘

medium 형 (치수 등이) 중간의

04 ④
 book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How many ...?를
쓴다.

어휘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05 ②는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를 쓴다. ①, ④, ⑤는 ‘얼마나 …
한/하게’의 뜻인 『how＋형용사/부사』를, ③은 상태, 수단, 방법 등
을 묻는 의문사 how를 쓴다.
어휘

solve 동 해결하다 far 부 멀리, 떨어져서

		④ Where로 묻고 있으므로 장소로 대답한다. 또는 Because로 대
답하고 있으므로 Why로 묻는다.
어휘

country 명 나라, 국가 dish 명 접시; *요리
choose 동 선택하다 (choose-chose) curry 명 카레

17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동사[be동사/조동사/

do(es)]＋주어 ...?』이다. 의문사가 사람을 나타내고 동사 like의 목
적어로 쓰였으므로 목적격 who(m)이 적절하다.
18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을 물을 때 which를 쓴다.
19 How long ...?: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긴’
20 How often ...?: ‘얼마나 자주’
21 때를 묻는 의문사 when.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 『Why

don’t we＋동사원형 ...?』: ‘우리 …하지 않을래?’
어휘

Student Hall 학생회관

		 [해석]
		 Ian: 야, Tina. 댄스 파티는 언제니?
		 Tina: 5월 15일이야. 너는 올 거니?
		 Ian: 응. 어디서 해?
		 Tina: 학생회관에서 해.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Ian: 좋아.

06 ‘…은 어때?’, ‘…하는 것이 어때?’의 뜻으로 제안을 나타내는
『Let’s＋동사원형 ....』은 『How[What] about＋명사/v-ing ...?』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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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유의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를 씀

CHAPTER 07

7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will you를 씀

기타 의문문/감탄문/명령문

B
우리말 뜻에 관계없이 부가 의문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답함
Unit

1 부가 의문문
pp.66 - 67

1 너는 피자를 좋아해, 그렇지 않니?

C
6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평서문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 씀

너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

Jane은 외향적이야, 그렇지 않니?
Joe와 Ann은 바쁘지 않아, 그러니?
Ralph는 아팠어, 그렇지 않니?

Unit

그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않니?

2 부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
pp.68 - 69

그들은 서로 사랑해, 그렇지 않니?
그들은 늦게 왔어, 그렇지 않니?
2 A: 그 소식은 충격적이야, 그렇지 않니?

B: 응, 그래. / 아니, 그렇지 않아.

Grammar
1 식물에 물을 줘, 그럴 거지?
2 같이 가자, 그럴 거지?

Speed Check

A
1
1) 너는 안 피곤하니?
그는 네 선생님이 아니니?
2) 그녀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니?
너는 돌아오지 않을 거니?
3) 너는 그가 그립지 않니?
그는 어떤 애완동물도 갖고 있지 않았었니?
2 A: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니?

B: 아니, 사랑스러워. / 응, 사랑스럽지 않아.

1①2③
1 부정문 뒤에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씀. 조동사는 그대로 씀.
2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씀. 평서문의 주어는 대명사로,
시제는 그대로, 일반동사는 do/does/did로 바꿔 씀.

B
1
1) 이 책은 재미있니 아니면 지루하니?
2) 너는 커피와 차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니?
2 A: 너는 쇼핑몰에 가고 싶니 아니면 백화점에 가고 싶니?

Practice Test
A 1 do 2 wasn’t 3 didn’t 4 can’t 5 shall 6 does
7 will
B 1 isn’t it, it is 2 won’t she, she won’t
3 are you, I am 4 can’t you, I can’t
5 are they, they are
C 1 isn’t she 2 will you 3 shall we 4 didn’t you

B: (난) 쇼핑몰(에 가고 싶어). / 둘 다 아냐. / 둘 다야.
Speed Check
1⑤2②3④
1 be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Isn’t[Aren’t]/Wasn’t[Weren’t]＋주
어 ...?』

어휘

fault 명 잘못, 책임

2 일반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Don’t[Doesn’t]/Didn’t＋주어 ...?』
3 의문사 which가 있는 선택 의문문

어휘

rose 명 장미

lily 명 백합

5 does he 6 can he

A

Practice Test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정문 뒤에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쓰고, 시제
는 평서문의 시제를 따름

A 1 Isn’t 2 Don’t 3 Couldn’t 4 or 5 I met Eva.

1, 3, 6 일반동사는 do/does/did로 바꿔서 씀

B 1 No, I don’t 2 No, she isn’t 3 Yes, he does

2 be동사는 그대로 씀

4 Yes, they are

4 조동사는 그대로 씀

16

1316문법 레벨1_4 정답(최종).indd 16

2017. 9. 11. 오후 7:26

C 1 Can’t you hear 2 Didn’t Maria brush her teeth
3 Which, sushi or steak

Practice Test
A 1 she is 2 a good time 3 What 4 a polite man
B 1 a boring film it was

A

2 expensive this smartphone is

1 be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Isn’t[Aren’t]/Wasn’t[Weren’t]＋주
어 ...?』
2 일반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Don’t[Doesn’t]/Didn’t＋주어 ...?』

3 a nice car Esther bought 4 fast Tommy runs
C 1 What a small world it is!
2 How lovely the baby is!

3 조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Can’t[Couldn’t], Won’t , 등＋주어

3 How perfectly she sings!

...?』

4 What popular actresses they are!

4 선택 의문문에서는 or를 사용하여 한쪽의 선택을 요구함
5 선택 의문문은 yes/no로 대답하지 않음

A

B

1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형용사/부사(＋주어＋동사)!』

부정 의문문의 경우 우리말 뜻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2-4 w
 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a/an)＋형용사＋명사(＋주

yes, 부정이면 no를 씀

Unit

어＋동사)!』

3 감탄문

Unit

pp.70 - 71

B

4 명령문
pp.72 - 73

B

1 참 재미있는 경기구나!
참 좋은 친구구나!

간판들이
참 크다!

정말 슬픈 뉴스구나!
2 참 아름답다!
이 케이크 참 맛있다!
시간 참 빨리 간다!

1 문 열어.
조용히 해 주세요.
2 무서워하지 마.
네 꿈을 포기하지 마.
3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4 1) 저녁으로 피자를 시키자.
		 Marie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하자.

Grammar
1 이 집은 참 오래됐다!
2 A: 이 집은 얼마나 오래된 거죠?

B: 100년 되었어요.
Speed Check

2) 너무 서두르지 말자.

Speed Check
1③2②
1 부정 명령문: 『don’t＋동사원형』

어휘

cut in line 새치기하다

2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1①2④3①
1 복수명사일 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형용사＋복수
명사(＋주어＋동사)!』
2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형용사/부사(＋주어＋동사)!』
3 단수명사일 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a/an＋형용
사＋단수명사(＋주어＋동사)!』

Practice Test
A 1 leave 2 talk 3 and 4 or
B 1 Don’t make noise 2 Turn off 3 don’t drive
4 Let’s not take 5 Let’s open 6 Let’s not meet
C 1 Don’t look out 2 Close your umbrella
3 Finish, or 4 Be kind, and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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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④ 문맥상 ‘휴식을 취해라, 그러면 너는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가 자
연스럽다. or → and

1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며, 부탁이나 요청 등을 부드럽게 말할
때 명령문 앞이나 뒤에 please를 쓸 수 있음

어휘

wait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get on …을 타다

2 권유의 명령문: 『let’s＋동사원형』

13 권유의 명령문: 『let’s＋동사원형』

3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14 일반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 『Don’t[Doesn’t]/Didn’t＋주어

4 『부정 명령문＋or ...』: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
15 의문사 which가 있는 선택 의문문: 『Which ..., A or B?』

B

16 ① Let’s (not) ② What ③ does he ⑤ Didn’t she have

1, 3 부정 명령문: 『don’t＋동사원형』

어휘

2 명령문은 보통 주어(you)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으로 시작

fall 동 넘어지다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17 ② they are ③ Please don’t worry ④ didn’t she ⑤ Which

4, 6 『let’s not＋동사원형』: ‘…하지 말자’

어휘

5 『let’s＋동사원형』: ‘…하자’

plan 명 계획 gallery 명 미술관

18 ④ 선택 의문문은 yes/no로 대답하지 않으므로 (She is) A

scientist.가 적절하다.
어휘

Review Test

pp.74 - 76

01 ⑤ 02 ③ 03 ④ 04 isn’t it, or 05 ① 06 do, will
07 Not let’s, Let’s not 08 a high mountains they are,
high mountains (they are) 또는 a high mountain (it

		 won’t us → won’t we
		ⓓ 권유의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shall we를 쓴다.

will you → shall we
		ⓔ 문맥상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를 나타내는 『명령
문＋or ...』가 자연스럽다. and → or

is)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Let’s go 14 Don’t
you need 15 Which, or 16 ④ 17 ① 18 ④ 19 ②
20 Don’t drive, Be careful 21 Can’t you see, Yes, I can
22 are working at a restaurant, aren’t you
get a good grade, did he

23 didn’t

word 명 단어, 낱말; *pl. 말 scientist 명 과학자

19 ⓐ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의 주어가 대명사일 때 격을 바꾸지 않는다.

어휘

smoke 동 담배 피다

20 부정 명령문은 『don’t＋동사원형』을 쓰며, be동사의 명령문은 be로
시작한다.

어휘

all the time 항상, 줄곧

21 조동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은 『Can’t[Couldn’t], Won’t, 등＋주어

24 will go to an audition,

...?』을 쓰며, 부정 의문문의 대답은 우리말 뜻에 관계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를 쓴다.

won’t she

22-24 부가 의문문

어휘

audition 명 (가수·배우 등의) 오디션 grade 명

등급; *점수, 성적

01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쓰고 일반동사는 do/does/

did로,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 쓴다.
02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형용사/부사(＋주어＋동사)!』
03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어휘

wise 형 현명한

04 부가 의문문: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쓰고 시제는 유
지한다.
		선택 의문문: or를 사용하여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
어휘

CHAPTER 08

total 명 합계, 총액

05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a/an)＋형용사＋명사(＋주
어＋동사)!』

어휘

동사의 종류

watermelon 명 수박

06 명령문의 부가 의문문은 긍정/부정에 관계없이 will you를 쓴다.
07 『let’s not＋동사원형』: ‘…하지 말자’
08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서 명사가 복수이거나 셀 수 없는 명

Unit

사일 때는 부정관사 a/an을 쓰지 않는다.

pp.78 - 79

09 부정 명령문 『don’t＋동사원형』: ‘…하지 마라’
어휘

river 명 강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다

10 감탄문의 형태: 『What(＋a/an)＋형용사＋명사(＋주어＋동사)!』 /
『How＋형용사/부사(＋주어＋동사)!』

어휘

1 감각동사＋형용사

touching 형 감동적인

11 부가 의문문: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부정문 뒤에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쓴다. 조동사/be동사는 그대로 쓰고, 일반동
사는 do/does/did로 바꿔서 쓰되 시제는 평서문의 시제를 따른다.

B
1 나는 갈증이 난다.
이 소파는 촉감이 부드럽다.
2 내 여자친구는 화가 나 보인다.
너 창백해 보여. 괜찮니?
3 그녀의 향수는 좋은 냄새가 난다.
그 국수는 매운 냄새가 났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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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음악은 아름답게 들렸다.

2
1)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앱을 하나 보여주었다.

나가서 산책하자. - 그거 좋지.
5 이 과일은 이상한 맛이 난다.

2) 그는 나에게 쿠키를 좀 만들어 주었다.

이 비빔밥은 맛있다.

cf. 나는 내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이
 우유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
Speed Check

Grammar

1③2④3⑤

그 아기는 인형같이 보인다.
그것은 사과 같은 냄새가 나.

1 동사 give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Speed Check

2 동사 buy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

를씀
를씀

1④2③3①

3 『ask a favor of＋간접목적어』: ‘…에게 부탁하다’
1 feel이 감각동사로 쓰일 때 뒤에는 형용사를 씀
2 see는 감각동사가 아니므로 『감각동사＋형용사』 형태로 쓰지 않음
3 taste가 감각동사로 쓰일 때 뒤에는 형용사를 씀
어휘

Practice Test

sour 형 (맛이) 신, 시큼한

A 1 to 2 for 3 to 4 for
B 1 you this sweater 2 some water to me

Practice Test

3 an old story to me 4 her daughter a dress

A 1 strong 2 beautiful 3 rough 4 sweet 5 good
B 1 strange 2 look 3 smell 4 tastes 5 warm

5 my art teacher the paintings
C 1 ask you a favor 2 pass me the salt
3 get me some coffee 4 bought a ring for Joan

C 1 feel lonely 2 tasted wonderful

5 give us useful information

3 doesn’t sound fair 4 feels smooth
5 They look happy

A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쓰는 전치사는 동사에 따

A
감각동사(look/sound/feel/taste/smell) 뒤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
를씀

1, 3 동사 send와 give는 to
2, 4 동사 make와 buy는 for

B

B

『감각동사＋형용사』

1, 4 『수여동사(buy, make)＋직접목적어＋for＋간접목적어』

1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리다’

		 → 『수여동사(buy, make)＋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2 look sad: ‘슬퍼 보이다’

2-3 『수여동사(bring, tell)＋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3 smell sour: ‘신 냄새가 나다’

		 → 『수여동사(bring, tell)＋직접목적어＋to＋간접목적어』

4 taste very good: ‘아주 맛이 좋다’

5 『수여동사(show)＋직접목적어＋to＋간접목적어』

5 feel warm: ‘따뜻하게 느껴지다’

Unit

라 다름

→ 『수여동사(show)＋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2 수여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Unit

pp.80 - 81

1
이모가 나에게 새 재킷을 하나 사주셨다.
나에게 연필 하나를 빌려줄 수 있니?

3 동사＋목적어＋목적격 보어
pp.82 - 83

1 그 TV 쇼는 그녀를 대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2 우리는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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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3 나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내게 앉으라고 명령했다.

나의
 친구들이 내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4 1) 그녀는 우리가 일하게 했다.
2) 나는 그가 달리는[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Review Test

pp.84 - 86

01 ① 02 ③ 03 ② 04 play 05 beat[beating] 06 ③
07 gave lots of advice to me

08 get some ice for

you 09 ④ 10 ⑤ 11 ① 12 1) bitter 2) ‘Angel’, smile
3) eat[eating], to, satisfied 13 ⑤ 14 We asked him to
be 15 had me wash the dishes 16 ② 17 ③ 18 ④

Speed Check
1①2②
1 『make＋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만들다’
2 『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부탁하다’
어휘

 n
 oodle 명 국수

19 ③ 20 ② 21 call my sister Jen 22 kept me warm
23 want me to leave
01 feel이 감각동사로 쓰일 때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
02 『ask a favor of＋간접목적어』: ‘…에게 부탁하다’
03 『make＋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만들다’
어휘

contest 명 대회 nervous 형 불안해하는

04 『사역동사(let)＋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Practice Test

05 『지각동사(feel)＋목적어＋동사원형/분사』: ‘…가 ~하는 것을 느끼

A 1 to call 2 proud 3 (to) find 4 to stay 5 watch

06 smell이 감각동사로 쓰일 때 뒤에는 형용사를 쓰므로 부사인 well

6 healthy
B 1 chat[chatting] 2 feel 3 drive[driving]
4 to come 5 to be
C 1 found the movie touching
2 asked Claire to marry 3 heard him sing[singing]
4 made me class president 5 want me to be

다’   어휘  beat

동

이기다; *(심장이) 뛰다

은 쓸 수 없다.
07 『give＋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 『give＋직접목적어＋to＋간접
목적어』   어휘  advice

명

조언

08 『get＋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 『get＋직접목적어＋for＋간접
목적어』
09 『order＋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명령하다’
어휘

 s tand in a line 한 줄로 서다

10 ⓐ 『지각동사(see)＋목적어＋동사원형/분사』: ‘…가 ~하는 것을 보

A
1 『tell＋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말하다’
2 『make＋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만들다’
3 『help＋목적어＋동사원형/to부정사(구)』: ‘…가 ~하는 것을 돕다’
4 『order＋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명령하다’
5 『사역동사(let)＋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6 『keep＋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유지하다’

다’
		ⓑ 『expect＋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기대하다’
11 ⓐ 『감각동사(look)＋형용사』: ‘…하게 보이다’
		ⓑ 수여동사로 쓰인 pass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어휘

tiredness 명 피로, 권태

12 1) 『감각동사(taste)＋형용사』: ‘…한 맛이 나다’
		2) 『call＋목적어＋명사(구)』: ‘…을 ~로 부르다’ / 

B
1, 3 『지각동사(see/watch)＋목적어＋동사원형/분사』: ‘…가 ~하는
것을 보다’
2 『사역동사(make)＋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4 『tell＋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말하다’
5 『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부탁하다’

『사역동사(make)＋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3) 『지각동사(see)＋목적어＋동사원형/분사』: ‘~가 …하는 것을 보
다’ / 수여동사로 쓰인 give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
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 『감각동사(look)＋형용사』: ‘…하게 보
이다’
어휘

bitter 형 맛이 쓴   angel 명 천사 satisfied 형 만족한

13 ⑤ 수여동사로 쓰인 get은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C
1 『find＋목적어＋형용사(구)』: ‘…가 ~인 것을 알게 되다’
2 『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부탁하다’
3 『지각동사(hear)＋목적어＋동사원형/분사』: ‘…가 ~하는 것을 듣다’
4 『make＋목적어＋명사(구)』: ‘…을 ~로 만들다’, ‘…을 ~가 되게 하
다’
5 『want＋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원하다’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나머지는 to를 쓴다.
어휘

 s ecret 명 비밀   note 명 메모, 쪽지

14 『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부탁하다’
어휘

 p
 atient 형 인내심 있는

15 『사역동사(have)＋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16 ② 수여동사로 쓰인 tell은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of me → to m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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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trouble 명 문제, 골칫거리 laptop 명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3 how to-v: ‘어떻게 …할지’, ‘…하는 방법’

17 ③ sound가 감각동사로 쓰일 때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

perfectly → perfect

어휘

terrible 형 형편없는

18 ④는 『수여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어순의 수여동사 make,
나머지는 『동사＋목적어＋목적격 보어』 어순의 make이다.
어휘

fall asleep 잠들다

19 (A) 사역동사로 쓰인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B) 감각동사로 쓰인 look 뒤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쓴다.
		(C) 『find＋목적어＋형용사(구)』: ‘…가 ~인 것을 알게 되다’
20 ⓑ 『지각동사(hear)＋목적어＋동사원형/분사』 to cry → cry[crying]
		ⓓ 수여동사로 쓰인 make는 직접목적어를 먼저 쓸 경우 간접목적
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to our dogs → for our dogs

Practice Test
A 1 to go 2 wants to lose 3 how to get
4 to stay 5 not to make
B 1 to get 2 to make 3 to watch 4 to invite
C 1 is my dream to win the Nobel Prize
2 is important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D 1 my goal to exercise 2 His wish is to meet
3 when to ask a question 4 not to sit down

		ⓔ 『advise＋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충고하다’

sees → to see
어휘

A

see a doctor 병원에 가다

21 『call＋목적어＋명사(구)』: ‘…을 ~로 부르다’

1 ‘…하는 것은’의 뜻으로 진주어로 쓰인 to부정사

22 『keep＋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유지하다’

2 want to-v: ‘…하기를 원하다’

23 『want＋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원하다’

3 how to-v: ‘어떻게 …할지’, ‘…하는 방법’
4 ‘…하는 것(이다)’의 뜻으로 주격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5 to부정사의 부정: not/never to-v

B
1 hope to-v: ‘…하기를 바라다’
2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make new friends

CHAPTER 09

3 decide to-v: ‘…하기로 결정하다’
4 whom to-v: ‘누구를 …할지’

to부정사와 동명사

C
to부정사(구)가 주어일 때 가주어 it을 쓰고 to부정사(구)를 문장 뒤로

Unit

보냄

1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pp.88 - 89

B

D
1 가주어 It과 진주어 to exercise every day

1 동물에 대해 배우는 것은 흥미롭다.

2 주격 보어로 쓰인 to-v

2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3 when to-v: ‘언제 …할지’

저희는 당신을 곧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4 to부정사의 부정: not/never to-v

3 그의 목표는 축구 국가 대표 팀에서 경기하는 것이다.
	내 꿈은 투르드프랑스(프랑스 일주 국제 자전거 경주)에 참가하는 것
이다.
4 나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휴가 때 어디로 갈지 결정했다.

Unit

내
 언니는 내게 그녀의 선글라스를 쓰지 말라고 부탁했다.
Speed Check
1②2②3④
1 to부정사(구)가 주어일 때 가주어 it을 쓰고 to부정사(구)를 문장 뒤로
보냄

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
pp.90 - 91

A
나는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가입할 흥미로운 동아리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친절한 사람이 필요하다.

시원한 마실 것 좀 드릴까요? - 네, 주세요.

2 plan to-v: ‘…하기를 계획하다’
정답 및 해설

1316문법 레벨1_4 정답(최종).indd 21

21

2017. 9. 11. 오후 7:26

B

can’t』로 바꿔 쓸 수 있음

1 나는 샌드위치를 좀 사기 위해 빵집에 갔다.

C

Eric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1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2 우리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

2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3 lots of homework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3 나의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셨다.

4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그녀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5 『형용사/부사＋enough to-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Grammar
1 Johnson 씨는 요트를 살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
2 나는 너무 피곤해서 너와 함께 거기에 갈 수 없다.
Unit

Speed Check

pp.92 - 93

1⑤2④3③

B
1 과학을 배우는 것은 즐겁다.

1 the kind of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어휘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2 1) Jay는 그의 보고서 쓰는 것을 끝마쳤다.

2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3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해서) ~하다’

3 동명사

어휘

painter

명

Grammar

화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 나는 금메달을 딴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는 것이 지겹다.

Practice Test

3 Carl의 취미는 외국 동전을 모으는 것이다.

Ali의 직업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A 1 to finish 2 pleased to be 3 to ask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게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4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5 somebody strong to move
B 1 to fail 2 to wash 3 too, to watch
4 enough to hold 5 so, that, can’t
C 1 surprised to hear 2 to make her happy
3 lots of homework to finish
4 someone nice to look after

C
나는 오늘 오후에 쇼핑하러 갈 것이다.

Hazel은 그녀의 가방을 싸느라 바빴다.
Speed Check
1 (전치사의) 목적어 2 (동사의) 목적어 3 보어 4 주어

5 is strong enough to be
3

어휘

cartoon 명 만화

A
1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2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3 another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4-5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Practice Test
A 1 Spending 2 drinking 3 fixing 4 learning
5 surfing

B
1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B 1 being 2 opening 3 were busy making

2 many shir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4 kept calling 5 guiding

3 『too＋형용사/부사＋to-v』: ‘너무 …하여 ~할 수 없다’, ‘~하기에 너

6 Not having 또는 Not to have

무 …하다’
4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은 『형용사/부사＋enough

to-v』로 바꿔 쓸 수 있음

C 1 is good at writing 2 avoided answering
3 feel like eating out 4 is getting up
5 Taking a walk

5 『too＋형용사/부사＋to-v』는 『so＋형용사/부사＋that＋주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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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keep v-ing: ‘계속 …하다’ to dance → dancing

A
1 ‘…하는 것은’의 뜻으로 주어로 쓰인 동명사

어휘

stage 명 무대 look for …을 찾다 feed 동 음식을 먹이다

2 ‘…하는 것을’의 뜻으로 동사구 give up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12 ④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나머지는 to부정사를 쓴다.

3 ‘…하는 것(이다)’ 뜻으로 주격 보어로 쓰인 동명사

13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4 ‘…하는 것’의 뜻으로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14 what to-v: ‘무엇을 …할지’

5 go v-ing: ‘…하러 가다’

15 주어로 쓰인 동명사
16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B

17 ③은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목적), 나머지는 명사적 용법의 to부

1-2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 enjoy, mind

정사이다.

3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어휘

go abroad 외국에 가다 mirror 명 거울

18 ③은 보어로 쓰인 동명사, 나머지는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이다.

4 keep v-ing: ‘계속 …하다’

어휘

5 ‘…하는 것(이다)’ 뜻으로 주격 보어로 쓰인 동명사

bother 동 괴롭히다

19 ⓐ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필요하다.

6 동명사의 부정: not/never v-ing

report → to report 또는 reporting
		ⓑ what to-v: ‘무엇을 …할지’ what do → what to do

C

		ⓓ to부정사의 가주어로 it을 쓴다. That’s → It’s

1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어휘

2 avoid v-ing: ‘…하는 것을 피하다’

report 동 알리다; *보도하다

20 Beethoven lived to be 57 years old.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

3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4 주격 보어로 쓰인 동명사

21 enjoy v-ing: ‘…하는 것을 즐기다’

5 주어로 쓰인 동명사

22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in order to-v
어휘

firefighter 명 소방관

checkup 명 건강진단, 진찰

23 how to-v: ‘…하는 방법’

Review Test

어휘

어휘

director 명 감독

pp.94 - 96

01 ④ 02 ③ 03 smoke, smoking 04 to wear warm,
warm to wear 05 ④ 06 ① 07 It, to watch TV 08 too
sick to go

13 feel like

09 ③

10 ④

11 ②

playing basketball

14 ⑤

15 Not wearing a helmet

12 ④

CHAPTER 10

16 not giving up 17 ③ 18 ③ 19 ② 20 ③ 21 enjoys

대명사

helping 22 visit her in order to get 23 how to make
01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02 『형용사/부사＋enough to-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03 quit v-ing: ‘…하는 것을 그만두다’

Unit

1 재귀대명사, this/that, 비인칭 주어 it
pp.98 - 99

04 『anything＋형용사＋to-v』
05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A

06 when to-v: ‘언제 …할지’

1 1) 당신에게 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어휘

pour 동 (물 등을) 붓다, 따르다

07 to부정사가 주어일 때 보통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인 to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낸다.
08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t』는 『too＋형용사/부사＋

2) 그는 혼잣말하고 있다.
2 Andy가 직접 그 이야기를 썼다.
나는 그 선생님 본인께 물어보았다.

to-v』로 바꿔 쓸 수 있다.
09 ③ 동사 tell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10 ⓐ It은 가주어이며, to부정사 이하는 진주어이다.
		ⓑ give up v-ing: ‘…하는 것을 포기하다’
		ⓒ to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어휘

B
1 이것은 나의 책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다.
이 가방은 나의 것이다.
2 저분이 네 영어 선생님이니?

window shopping 윈도우 쇼핑(아이쇼핑) climb 동 오르다

저것들은 그녀의 인형이다.

skin 명 피부

나는 저 종류의 영화를 좋아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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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nit

오늘은 매우 덥다.

pp.100 - 101

지금 몇 시니? - 5시야.

A
1 나는 펜이 없어. 하나만 빌려줄래?

Speed Check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 네, 모퉁이에 하나 있어요.

1⑤ 2④

cf. 내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지? – 그것은 소파 위에 있어.

1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동사의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씀.

cut oneself: ‘베이다’

2 one, some, any

어휘

2 Anthony는 세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흰 고양이 한 마리와 검은

sharp 형 날카로운

2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씀

고양이 두 마리이다.
3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B

Practice Test

1 제가 좋은 차를 조금 샀어요. 좀 드시겠어요?

A 1 herself 2 themselves 3 ourselves

2 당신은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탁자 위에 컵이 몇 개 있다.
나는 집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 너는 좀 있니?

4 myself 5 It 6 This
B 1 herself 2 myself 3 yourself 4 himself
C 1 trust yourself 2 It, it was raining
3 grew potatoes ourselves 4 that hotel
5 wash herself

Speed Check
1⑤2②
1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one
을 씀 (one = a bookstore)

A

어휘

1-2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로 쓰이는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

bookstore 명 서점 across 전 건너편에

2 ‘조금’, ‘몇몇[약간]의’라는 뜻인 some은 긍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음

(동사의 목적어)
2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3 ‘직접’, ‘스스로’의 뜻으로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는 강조 용법의 재귀
대명사
4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로 쓰이는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5 명암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씀
6 ‘이 사람’의 뜻으로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this를 씀

B

Practice Test
A 1 one’s 2 one 3 some 4 any 5 It
B 1 One 2 ones 3 one 4 it 5 ones
C 1 any → some 2 any → some
3 it → one 4 one → it
D 1 some apples 2 any money
3 some water 4 buy one

1, 4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
2-3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
2 teach oneself: ‘자습[독학]하다’
3 help oneself: ‘마음껏 먹다’

A
1 일반인을 나타내는 one. one의 소유격 one’s.
2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one

C

을 씀 (one = a taxi)

1, 5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

3 ‘조금’, ‘몇몇[약간]의’라는 뜻인 some은 권유의 의문문에 쓸 수 있음

2 때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

4 ‘조금’, ‘몇몇[약간]의’라는 뜻인 any는 부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음.

3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는 재귀대명사
4 ‘저 …’의 뜻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that

not ... any: ‘전혀 … 않다’
5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it을 씀 (It = The dress)

B
1 일반인을 나타낼 때 one을 씀
2, 5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one의 복수형 ones (ones = jeans,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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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서 나온 명사를 받을 때 one을 씀 (one = bag)

13 ⓐ 의문문에 쓸 수 있는 any

4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it을 씀 (it = my purse)

		ⓑ 긍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는 some
14 ⓐ 부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는 any

C

		ⓑ 권유의 의문문에 쓸 수 있는 some

1 권유의 의문문에 사용되는 some

어휘

Indian 형 인도의 nearby 부 가까운 곳에

2 긍정의 평서문에 사용되는 some

15 ⓐ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this cup)을 가리킬 때 it을 쓴다.

3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내는 one

		ⓑ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one = a watch)

one(= a cup)을 쓴다.

4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it (it = the soup)

어휘

sink 명 (부엌의) 싱크대

16 any는 의문문이나 부정의 평서문에, some은 긍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

Review Test
01 ②

02 ①

03 ②

06 any, some
09 ⑤

04 by herself

07 this, those

10 Help yourself

14 ④

15 ④

낼 때 one(= a book or a DVD)을 쓴다.

pp.102 - 104

11 ④, ⑤

05 one, ones

08 a yellow one
12 ②, ⑤

16 any, some/one, any

13 ①
17 ②

18 Oneself, One 19 That, It 20 herself, themselves
21 ⑤ 22 some cats 23 introduce yourself 24 It is
November 15

어휘

discount 명 할인(액) item 명 물품, 품목

		 [해석] 특별 쿠폰
		책이나 DVD가 좀 필요하세요? 저희 서점을 방문해주세요. 여러분
은 몇 개를/한 개를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할인판매 중인 상품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17 ②는 대명사이며, 나머지는 계절, 시간, 날씨,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주어이다.

어휘

autumn 명 가을 backpack 명 배낭, 가방

18 일반인을 나타낼 때 one을 쓴다.

어휘

poor 형 가난한; 불쌍한

19 명암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어휘

bright 형 밝은

20 주어가 3인칭 복수(Serena and Olivia)이므로 주어에 맞는 재귀대
01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one
을 쓴다. (one = a telephone)

어휘

broken 형 부러진; *고장 난

명사는 themselves이다.
21 ⑤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02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it을 쓴다.

one을 쓴다. any → one(= a café)

(it = Jamie’s Bakery)

어휘

03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동사의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쓴다.

garage 명 차고 snack 명 간단한 식사, 간식
floor 명 바닥; *(건물 등의) 층

04 by one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22 some은 긍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다.

05 앞서 나온 명사를 받을 때 one을 쓰고, 복수형은 ones이다.

23 introduce oneself: ‘자기소개를 하다’

		(one = rose /ones = roses)

24 날짜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어휘

fence 명 울타리, 담

06 ‘조금’, ‘몇몇[약간]의’라는 뜻을 나타내며 부정의 평서문에 쓸 수 있
는 any와 권유의 의문문에 쓸 수 있는 some.

not ... any: ‘전혀 … 않다’
07 단수의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는 this, 복수의 먼 대상을 가리킬
때는 those를 쓴다.
08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사물을 나타낼 때 one

CHAPTER 11

을 쓴다. (one = a shirt)
09 ⑤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쓰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는 생략이

형용사와 부사

가능하다.
10 help oneself: ‘마음껏 먹다’
11 ④ 뒤에 복수명사 oranges가 있으므로 this의 복수형 these를 쓴
다. This → These

Unit

		⑤ 거리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That → It
12 ②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로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를 쓴
다. him → himself
		⑤ 문맥상 ‘혼자 힘으로’ 또는 ‘스스로’의 뜻이므로 by oneself 또
는 for oneself를 쓴다. in himself → by himself 또는 for

himself
어휘

truth 명 진실, 사실 express 동 표현하다 cook 동 요리하다

1 형용사의 역할
pp.106 - 107

A
1 그녀는 머리가 길다.
나는 해변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이 프린터는 어딘가 이상이 있다.
2 Lily는 현명하고 친절하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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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문을 열린 채로 놔두었다.

C
1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B

2 명사(meeting)를 꾸며주는 형용사

1 1) Megan은 많은 신발을 갖고 있다.

3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

2) Ryan은 그의 수프에 너무 많은 소금은 원하지 않는다.

4 『a lot of(‘많은’)＋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셀 수 없는 명사』

3) 나는 나의 파티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5 『little(‘거의 없는’)＋셀 수 없는 명사』

우리의 지난 방학에 내 사촌들과 나는 재미있게 놀았다.
2 1) 나는 주스를 좀 만들기 위해 약간의 토마토가 필요하다.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2) 내 잔에 커피가 조금 밖에 없어. 내게 좀 더 가져다줄 수 있니?
		 사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Unit

2 부사의 역할
pp.108 - 109

Speed Check
1⑤2④
1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줌
2 ‘거의 없는’의 뜻으로 셀 수 없는 명사(time)와 쓸 수 있는 형용사는

little
어휘

hurry 동 서두르다 catch 동 잡다; *(시간에 맞춰) …을 타다
flight 명 비행기

A
그는 안전하게 운전한다.

Leo는 꽤 친절하다.
Tom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운이 좋게도, 그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B
Roy는 그 퍼즐을 빨리 풀었다.
그녀는 그 병을 쉽게 열 수 없었다.

Jaden은 높이 뛸 수 있다.

Practice Test

C

A 1 fast 2 scary 3 cold 4 interesting 5 delicious

그는 자주 직장에 지각한다.

B 1 1) many 2) much 2 1) little 2) Few

네 충고를 항상 기억할게.

3 1) a little 2) a few

그녀는 대개 걸어서 학교에 간다.

C 1 made me angry 2 important meeting
3 something useful 4 a lot of questions

Speed Check
1 came 2 difficult 3 the bird disappeared

5 little hope
3

A

어휘

disappear 동 사라지다

1 명사(car)를 꾸며주는 형용사
2 주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3-4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5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줌

Practice Test
A 1 slowly 2 Sadly 3 carefully 4 often see
5 fast

B
1 many, much: ‘많은’

B 1 always has breakfast

1) 『many＋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2 sometimes plays online games

2) 『much＋셀 수 없는 명사』

3 usually reads the news

2 few, little: ‘거의 없는’

C 1 heavy → heavily 2 highly → high

1) 『little＋셀 수 없는 명사』

3 hardly → hard 4 happy → happily

2) 『few＋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5 near → nearly

3 a few, a little: ‘조금 있는’, ‘약간의’
1) 『a little＋셀 수 없는 명사』
2) 『a few＋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1 동사 walked를 꾸며주는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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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2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3 동사 held를 꾸며주는 부사

A 1 the cutest 2 the funniest 3 the hottest

4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씀

4 the most beautiful 5 the most exciting

5 동사 talked를 꾸며주는 부사.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음.

B 1 thinner 2 most interesting 3 well

B

4 the newest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씀

sometimes(‘가끔’) < usually(‘대개’, ‘보통’) < always(‘항상’)

C

C 1 Who is the fastest 2 as cold as
3 more talkative than 4 one of the oldest trees

A

1 동사 snowed를 꾸며주는 부사 필요

1 -e로 끝나는 형용사의 최상급: ＋-st

2 high(‘높게’) / highly(‘매우’)

2 -y로 끝나는 형용사의 최상급: y를 i로 바꾸고＋-est

3 hard(‘열심히’) / hardly(‘거의 … 않다’)

3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최상급: 자음을 한 번 더 쓰

4 동사 lived를 꾸며주는 부사 필요

고 ＋-est

5 near(‘가까이’) / nearly(‘거의’)

4-5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최상급: 『most＋원급』

B
1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보다 더 ~한/하게’
Unit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비교급: 자음을 한 번 더 쓰

3 비교 표현

고＋-er
pp.110 - 111

A

2 『the＋형용사/부사의 최상급』: ‘가장 …한/하게’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최상급: 『most＋원급』

오늘은 어제만큼 따뜻하다.

3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만큼 ~한/하게’

George는 그의 아버지만큼 온화하다.

4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그는
 그녀만큼 바쁘지는 않았다.

대부분 형용사의 최상급: ＋-est

B
네가 나보다 보고서를 더 잘 쓴다.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네
 친구는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Review Test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a little, (a) few 06 go
often, often go

C

09 ④

나는 우리 가족의 막내딸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

강수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중 한 명이다.

Speed Check
1②2②
1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보다 더 ∼한/하게’

-e로 끝나는 형용사 nice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r를 붙임
2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good-better-best (불규칙 변화)

pp.112 - 114

10 ③

warm as
money

07 difficultiest, most difficult
11 smaller than

12 ④

13 not as[so]

14 a lot more delicious than
16 ④

17 ③

18 a few

08 ③

15 a little

19 little

20 much

21 ⑤ 22 ④ 23 sometimes miss 24 the worst day
01 early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02 동사(talk)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다.

어휘
어휘

amazing 형 놀라운
museum 명 박물관

03 동사(speaks)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하며 than이 있으므로 비교
급을 쓴다. well-better-best (불규칙 변화)
04 ①-④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보다 ~한/하게’
		⑤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만큼 ~한/하게’
05 citie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a) few를 쓴다.
06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쓴다.
07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최상급: 『most＋원급』
어휘

decision 명 결정

08 ⓐ <단모음＋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인 big은 자음을 한 번 더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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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er을 붙여 비교급을 만든다.

CHAPTER 12

		ⓑ -e로 끝나는 형용사인 large는 -st를 붙여 최상급을 만든다.
		 어휘 island

명

섬

전치사

09 even, much, a lot, still, far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한다.
어휘

make money 돈을 벌다

10 빈도부사(always)는 be동사 뒤에 쓴다.

am tired always → am always tired
어휘

Unit

these days 요즘 take a bath 목욕하다

		 [해석]
		 A: 너 안 좋아 보여. 괜찮니?
		 B: 요즘 잠을 잘 못 자. 항상 피곤해.

pp.116 - 117

B
1 8월에는 매우 덥다.
4월 17일에 큰 축구 경기가 있다.

		 A: 그것 참 안 됐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게 어때? 도움이 될

그녀는 5시에 떠났다.

거야.

너는
 어젯밤에 무엇을 했니?

11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12 ④ 주격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필요하므로 high를 쓴다.

2 나는 두 달 전쯤에 그를 보았다.
나는 3시 무렵 역에 도착했다.

highly → high
어휘

1 시간의 전치사

break a promise 약속을 어기다 price 명 가격; *pl. 물가

3 점심 전에 손을 씻어라.
방과 후에 쇼핑몰에 가자.

theater 명 극장; *연극 expensive 형 비싼

13 원급 비교의 부정: 『not as[so]＋원급＋as』 ‘…만큼 ~하지는 않다’

4 1) 우리는 6일 동안 독일에 머물 것이다.
2) 나는 회의하는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셨다.

14 3음절 이상의 형용사는 more를 붙여 비교급을 만든다. a lot은 비
교급을 강조하며 ‘훨씬’의 뜻이다.
15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조금’, ‘약간의’라는 뜻의 a little
을 쓴다.

1②2③

16 ④ 과학과 국어는 선호도가 같으므로 not이 없어야 한다.
어휘

Speed Check

popular 형 인기 있는

17 ⓒ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1 요일을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씀
2 구체적인 시각을 나타낼 때 전치사 at을 씀

expensive everything → everything expensive
		ⓔ 문맥상 Ian이 ‘늦게’ 온 것이므로 lately(‘최근에’)를 late(‘늦게’)로
바꿔 쓴다. lately → late
18 tourist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약간의’라는 뜻의 a

few를 쓴다.

어휘

tourist 명 관광객

Practice Test
A 1 in 2 during 3 at, on 4 on 5 for

19 milk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거의 없는’이라는 뜻의 little을 쓴다.

B 1 on 2 in 3 during 4 at 5 for 6 after

20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많은’이라는 뜻의 much를

C 1 in summer 2 around noon

쓴다.

어휘

information 명 정보 search 동 찾아보다

3 before sunset 4 at night

21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22 원급 비교의 부정: 『not as[so]＋원급＋as』
23 빈도부사(sometimes)는 일반동사 앞에 쓴다.
어휘

miss 동 놓치다; *그리워하다

24 『the＋형용사/부사의 최상급』 bad-worse-worst (불규칙 변화)

A
1 『in＋월』
2 『during＋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명사』
3 『at＋구체적인 시각』, 『on＋요일』
4 『on＋특정한 날』
5 『for＋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간』

B
1 『on＋날짜』
2 『in＋연도』
3 『during＋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명사』
4 『at＋구체적인 시각』
5 『for＋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간』
6 after: ‘… 후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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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hind: ‘… 뒤에’

C
1 『in＋계절』
2 around: ‘… 쯤’, ‘… 무렵’

C

3 before: ‘… 전에’

1 in: ‘… 안에’, ‘…에(서)’

4 『at＋하루의 때』

2 on: ‘… 위에’, ‘…에’ (접촉해 있는 상태)
3 next to: ‘… 옆에’, ‘… 곁에’
4 in front of: ‘… 앞에’

Unit

2 장소의 전치사
pp.118 - 119

1 Serena는 상자 안에 선물을 넣었다.

Unit

3 기타 전치사
pp.120 - 121

그는 식당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1 이 편지는 Marie를 위한 것이다.

바닥에 앉자.
2 너희 집 근처에 시장이 있니?

나는 파리를 향해 떠났다.

화장실은 주방 옆에 있다.

2 너는 회의에 갈 필요가 있다.
너는 그녀에게 말했니?

3 그는 지붕 위로 공을 찼다.
그 개는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다.
4 나는 내 차를 트럭 뒤에 주차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춤을 연습했다.
5 우리 집 맞은편에 카페가 하나 있다.
야구 경기장은 공원 맞은편에 있다.

3 나는 오늘 오후 8시와 9시 사이에 한가하다.
스웨덴은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이에 있다.
4 Shane은 캐나다 출신이다.

Riley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그들은 시청에서 덕수궁까지 산책했다.
5 나와 함께 테니스 칠래?
그 시험은 문법에 관한 것이었다.

Speed Check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다.

1④2①3④
1 near: ‘… 근처에’

어휘

fire station 소방서

2 in: ‘… 안에’, ‘…에(서)’
3 on: ‘… 위에’, ‘…에’

어휘

Grammar
Rami는 그의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볼 것이다.

lie 동 눕다, 누워 있다 ground 명 땅, 지면

Elsa는 그녀의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다.
나는 커피숍에서 Andrew를 기다렸다.

Practice Test

Speed Check
1①2⑤3①

A 1 over 2 near 3 across
B 1 in 2 on 3 over 4 under 5 on 6 behind
C 1 in the city 2 on the paper 3 next to my car
4 in front of me

A
1 over: ‘… 위쪽에[으로]’ (접촉해 있지 않은 상태)
2 near: ‘… 근처에’
3 across from: ‘… 맞은편에’

1 about: ‘…에 관해[한]’
2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3 from A to B: ‘A부터 B까지’

Practice Test
A 1 for 2 to 3 with 4 and 5 of
B 1 of the king’s life 2 to me

B

3 about your childhood 4 from my classmate

1 in: ‘… 안에’ (건물의 내부)

5 and the post office

2, 5 on: ‘… 위에’, ‘…에’ (접촉해 있는 상태)
3 over: ‘… 위쪽에[으로]’ (접촉해 있지 않은 상태)
4 under: ‘… 아래에[로]’

C 1 waiting for 2 From here 3 from head to toe
4 for my dad with 5 about a wizard, to his son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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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1 for: ‘…을 위해[한]’; ‘…을 향해’

		 A: 실례합니다. 서점이 어디 있나요?

2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우회전하세요. 그것은 우체국과 신발가게 사이에 있어
		 B: 은행에서

3 with: ‘…와 함께’, ‘…을 가지고’

요. 틀림없이 찾으실 거예요.

4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A: 감사합니다!

5 of: ‘…의’

08 ②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 앞에는 전치사 at을 쓴다. in → at
어휘

B

it takes …가 걸리다 by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09 ③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을 쓴다. in → on

1 of: ‘…의’

어휘

church 명 교회 law 명 법

2 to: ‘…에’, ‘…으로’; ‘…에게’

10 to: ‘…에’, ‘…으로’ (방향); ‘…에게’ (대상)

3 about: ‘…에 관해[한]’

11 in: (월 앞에서) ‘…에’, ‘… 안에’ (장소)

4 from: ‘…(로)부터’

어휘

5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plant 동 심다 garden 명 정원

12 장소의 전치사 in과 at이 모두 가능하다.

어휘

play 명 연극

13 구체적인 시각 앞에 전치사 at을 쓴다.

C

14 from A to B: ‘A부터 B까지’

1 wait for: ‘…을 기다리다’

15 ③ 특정한 날 앞에 전치사 on을 쓴다. at → on
		④ 시간의 명사 앞에 last가 있으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in last night → last night

Review Test

pp.122 - 124

01 ④ 02 ④ 03 ② 04 ⓐ for ⓑ with ⓒ from ⓓ about

		⑤ ‘… 동안’의 뜻이며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명사가 뒤에 올 때 전
치사 during을 쓴다. for → during
어휘

eat out 외식하다 (eat-ate) fall asleep 잠이 들다 (fall-fell)

05 ① 06 ② 07 at, between, and 08 ② 09 ③ 10 to

16 ⓐ ‘…으로’ (방향)의 뜻을 나타내는 to

11 in

		ⓑ ‘…의’의 뜻을 나타내는 of

12 in[at] Main Hall

[p.m.]

14 from, to

18 between, and
looking at her

13 begins at three o’clock
15 ① , ②

19 under

16 ②

17 ④

20 listening to, was

21 with, on, at[in], at/around 22 ① to,

④ at

		ⓒ ‘A부터 B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from A to B
어휘

expressway 명 고속도로 forget 동 잊다 scene 명 장면

17 ⓐ ‘…에게’ (대상)의 뜻을 나타내는 to
		ⓑ 『for＋숫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간』: ‘… 동안’
		ⓒ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8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어휘

arrive 동 도착하다

01 계절 앞에 전치사 in을 쓴다.

19 under: ‘… 아래에’

02 구체적인 시각 앞에 전치사 at을 쓴다.

20 listen to: ‘…을 듣다’ / look at: ‘…을 보다’

03 across from: ‘… 맞은편에’ (= opposite)

21 ‘…와 함께’라는 뜻을 나타낼 때 전치사 with, 요일 앞에 on, 장소

04 ⓐ for: ‘…을 위해[한]’; ‘…을 향해’
		ⓑ with: ‘…와 함께’, ‘…을 가지고’

앞에 at이나 in을 쓴다. 구체적인 시각 앞에는 ‘…에’를 뜻하는 at이
나 ‘…쯤’을 뜻하는 around를 모두 쓸 수 있다.

		ⓒ from: ‘…(로)부터’

		 [해석]

		ⓓ about: ‘…에 관해[한]’

		 Jake: 난 일요일에 내 친구들과 야구할 거야.

어휘

office worker 직장인

		 Clark: 정말? 나도 껴도 돼?

		 [해석]

		 Jake: 물론이야. 4시에/쯤 공원에서 만나자.

		저희는 많은 요가 강습이 있습니다.

		 Clark: 좋아. 그때 봐.

		 A반은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들을 위한 반입니다.

22 ① from A to B: ‘A부터 B까지’

		 B반은 직장인들을 위한 반입니다.

		④ 구체적인 시각 앞에 전치사 at을 쓴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인도에서 왔습니다.

어휘

off 부 할인되어 come by …에 잠깐 들르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요가에 관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개업 기념 세일!

05 before: ‘… 전에’

		저희 가게는 펜부터 일기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06 around: ‘… 쯤’, ‘… 무렵’

어휘

catch 동 잡다; *(시간 맞춰) 타다

07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 앞에 전치사 at을 쓰며, ‘A와 B 사이에’의
뜻인 전치사는 between A and B이다.
어휘

상품을 이벤트 기간 동안 50% 할인해 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Sky
치과 옆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전 8시에 문을 엽니다. 잠깐 들르세
요! 가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다
You can’t miss it. 틀림없이 찾으실 거예요.

30

1316문법 레벨1_4 정답(최종).indd 30

2017. 9. 11. 오후 7:26

A

CHAPTER 13

1 접속사 or는 ‘…나’, ‘또는’의 뜻으로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음
2 접속사 but은 ‘그러나’, ‘그런데’의 뜻으로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음

접속사

3 접속사 and는 ‘그리고’의 뜻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한 사람이므로 부정관사는 한 번만 씀.
(← a great artist and a scientist)

Unit

1 and, but, or, so
pp.126 - 127

1 나는 우유와 빵을 좀 살 것이다.
앉아서 잠시 쉬지그래?
나는 Jake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그것을 좋아했다.

Grammar

B
1, 4-5 and: ‘그리고’ / but: ‘그러나’, ‘그런데’
2 or: ‘…나’, ‘또는’
3 both A and B: ‘A와 B 모두[둘 다]’
6 either A or B: ‘A거나 B거나’
7 so: ‘그래서’

나는 피자와 파스타 둘 다 좋아한다.

Anthony와 나는 둘 다 중학생이다.
2 나는 그녀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다.

Luke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3 여름이나 겨울 중 너는 뭐가 더 좋니?
넌 집을 나서고 있니, 집에 오고 있니?

Grammar
오늘이나 내일 나에게 전화해.
너는 여기 있거나 나를 따라 안으로 갈 수 있다.
4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집에 가야 했다.
너무 추워서 나는 창문을 닫았다.

Unit

2 when, before, after, while
pp.128 - 129

1 나는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먹는다.
녹색 불일 때 길을 건너라.
2 수업이 끝나기 전에 나는 질문을 했다.
나가기 전에 불을 꺼라.
3 나는 그 힌트를 읽은 후에 답이 기억났다.
그들은 경기에서 이긴 후 파티를 열었다.
4 나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 팝콘을 좀 먹었다.

Speed Check
1 and 2 but 3 or 4 so 5 or 6 and
1 접속사 and는 ‘그리고’의 뜻으로 구와 구를 연결하고 있음
2 접속사 but은 ‘그러나’, ‘그런데’의 뜻으로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음
3 either A or B: ‘A거나 B거나’
4 접속사 so는 ‘그래서’의 뜻으로 절과 절을 연결함
어휘

suddenly 부 갑자기 immediately 부 즉시

5 접속사 or는 ‘…나’, ‘또는’의 뜻으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 있음
6 both A and B: ‘A와 B 모두[둘 다]’
어휘

laugh 동 웃다 be good for …에 좋다 mind 명 마음

Stella는 잡지를 읽는 동안에 음악을 듣고 있었다.
Mandy는
그녀의 개를 산책시킨 후 개를 씻길 것이다.


Grammar
1 당신이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저에게 알려 주세요.
2 네 생일은 언제니?

Speed Check
1 before 2 when 3 after 4 While
1 before: ‘…하기 전에’
2 when: ‘…할 때’

어휘

passport 명 여권 go abroad 외국에 가다

3 after: ‘…한 후에’

Practice Test

4 while: ‘…하는 동안에’

어휘

do laundry 빨래하다

A 1 or 2 but 3 and
B 1 and 2 or 3 both, and 4 and, but 5 but
6 either, or 7 so
C 1 easy and interesting 2 cheap but delicious
3 both France and Italy 4 so I can lend it
5 by bus or by subway

Practice Test
A 1 after 2 before 3 When 4 While
B 1 after I take a shower 2 before I went outside
3 when I was in Italy 4 while I was sleeping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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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cause she didn’t eat anything

C 1 Before you have dinner 2 While I was walking

3 If you are free 4 that he can speak

3 After you boil the water 4 when I update

A

A

1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만약 …라면’

1 after: ‘…한 후에’

2, 4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2 before: ‘…하기 전에’

3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하는 것을’

3 when: ‘…할 때’
4 while: ‘…하는 동안에’

B
1 believe는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

C
3-4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

2 접속사 if는 ‘만약 …라면’의 뜻으로, 집에 있게 되는 조건을 나타내므
로ⓑ

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씀

3 접속사 because는 ‘… 때문에’의 뜻으로, 엄마가 화난 이유를 설명
하고 있으므로 ⓐ

C
Unit

1 『it(가주어) ... that(진주어)』

3 because, if, that
pp.130 - 131

1 Ava는 트레이너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체육관에 간다.
수프가 너무 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프를 먹지 않았다.

2 팀이 이긴 이유를 나타내므로 접속사 because를 씀
3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이 필요하므로 접속사 that을 씀
4 문맥상 ‘꿈이 있다면’이 자연스러우므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를
씀

2 만약 내가 여가가 있다면 책을 읽을 것이다.
만약 네가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를 좋아할 것이다.

만약
 네가 이번 주말에 그 파티에 간다면, 너는 그를 볼 것이다.
3 1) 그가 늦는 것은 놀랍지 않다.

D
3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
신 현재시제를 씀

2) 나는 네가 곧 낫길 바란다.
3) 나쁜 소식은 교통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Grammar
1 그녀는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2 저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3 저 영화는 재미있다.

Speed Check
1③2①
1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Review Test
01 ②

02 ③

03 ⑤

pp.132 - 134

04 before

05 if

06 because

07 when 08 ③ 09 ② 10 After, Before 11 ① 12 ⑤
13 ⑤ 14 ② 15 because, that 16 It is wonderful that
we’ll go to Hawaii
his mother flowers.
math and science

17 It was touching that he gave
18 before he got sick

19 both

20 because she’s[she is] thirsty

21 If we don’t, or 22 ③

2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만약 …라면’
01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 but으로, 절과 절을 잇고 있다.
02 ‘…나’, ‘또는’이라는 뜻의 접속사 or로, 단어와 단어를 잇고 있다.

Practice Test
A 1 If 2 because 3 that 4 Because

03 when: ‘…일 때’
04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before: ‘…하기 전에’
어휘

brush one’s teeth 이를 닦다 go to sleep 잠을 자다

B 1ⓒ 2ⓑ 3ⓐ

05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만약 …라면’

C 1 if → that 2 if → because 3 because → that

06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4 That → If
D 1 that you will pass

07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 ‘…할 때’
08 두 문장 모두 문맥상 앞뒤 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므로 ‘그러나’의 뜻
인 접속사 but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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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는

것을’의 뜻으로 명사절(목적어)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저 …’의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that
어휘

pp.135 - 137

01 ④ 2 ④ 3 ② 4 ② 5 ③ 6 ④ 7 a cup of orange

gentle 형 온화한

10 문맥에 맞게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after(‘…한 후에’)와 before
(‘…하기 전에’)를 쓴다.

Actual Test 1

어휘

try on …을 입어보다

juice

8 ③

9 ①

10 ⑤

11 ②

12 where to go

13 saw the cat play[playing] 14 ③ 15 or 16 because

11 ⓐ and: ‘그리고’

17 but 18 ① 19 ② 20 ③ 21 any, some 22 more

		ⓑ while: ‘…하는 동안에’

popular 23 the most popular 24 as popular as

12 ⓐ if: ‘만약 …라면’
		ⓑ 명사절(목적어)을 이끄는 접속사 that: ‘…하는 것을’
어휘

make a choice 선택하다 right 형 옳은

13 ⑤ ‘음식이 상하기 전에,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라.’가 자연스러우므
로 before(‘…하기 전에’)를 쓴다. After → Before
어휘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fit 동 (모양·크기가) 맞다
go bad 음식이 상하다 refrigerator 명 냉장고

14 ②
 either A or B: ‘A거나 B거나’ but → or
어휘

miss 명 놓치다 all the time 항상, 줄곧

15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명사절(목적어)을 이끄는 접속사 that: ‘…하는 것을’
어휘

missing 형 없어진[실종된]

		 A: 너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B: 우리 고양이가 없어져서 걱정돼.
		 A: 그거 안됐다. 고양이가 곧 돌아오기를 바라.
16-17 that
 절이 주어로 쓰일 경우, 『it(가주어) ... that(진주어)』으로 쓰
어휘

melt 동 녹다 touching 형 감동적인

18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before: ‘…하기 전에’
19 both A and B: ‘A와 B 모두[둘 다]’
20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어휘

thirsty 형 목마른

21 피자가 무료인 조건을 나타내므로 접속사 If를 쓴다. 피자 사이즈는
소, 중, 대 중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접속사 or를 쓴다.
어휘

delivery 명 배달

[해석]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 쓴다.
03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
04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05 ③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므로 be동사 are를 쓴다. is → are
06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쓴다.
07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위나 용기 등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수량
을 표현한다. a cup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한 잔
09 보기와 ①의 must는 ‘…임이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낸다.
10 능력·가능을 나타내는 can은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11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정문 뒤에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쓰고,
시제는 평서문의 시제를 따르며 평서문의 주어는 대명사로 바꾼다.
		① isn’t it → is it

③ don’t you → do you

		④ don’t you → didn’t you

⑤ does Ian → does he

12 where to-v: ‘어디로 …할지’
13 『지각동사(see)＋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가 ~하는 것을
보다’
14 보기와 ③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to부정사, ①
은 부사적 용법(결과), ②는 명사적 용법(보어), ④는 명사적 용법(목
적어), ⑤는 부사적 용법(목적)이다.
어휘

		 Ryan: 나 배고파. 피자 한 판 시키자.
		 Anna: 좋은 생각이야. 봐! 우리가 피자를 30분 안에 못 받으면 무
료야!
		 Ryan: 좋은데! 소, 중, 대 중에 어떤 사이즈를 원해?
		 Anna: 대 어때?
		 Ryan: 좋아.
22 ⓑ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
제 대신 현재시제를 쓴다. you’ll try → you try
		ⓒ ‘기차가 도착한 후에 사람들은 기차에 탔다.’가 자연스럽다.

before → after
어휘

다.
02 긍정문 뒤에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쓰고, 조동사는 그대로 쓰며

08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해석]

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01 two hours ago로 보아 과거 시점의 일이므로 동사의 과거형을 쓴

save 동 절약하다; *구하다 try 동 노력하다; *먹어보다
get on …을 타다 strange 형 이상한 sound 명 소리
swimsuit 명 수영복

take an X-ray 엑스레이를 찍다

15 or: ‘…나’, ‘또는’
16 because: ‘… 때문에’ (이유, 원인)
어휘

build a snowman 눈사람을 만들다

17 but: ‘그러나’, ‘그런데’
18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19 ⓐ Mr. Brown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

who를 쓴다.
		ⓑ 직업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무엇이’, ‘무엇을’이라는 뜻의 의문사

what을 쓴다.
어휘

engineer 명 기술자

20 ⓐ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 on
ⓑ 구체적인 시간 앞에 쓰는 전치사 at
21 ‘조금’, ‘몇몇[약간]의’라는 뜻으로 의문문에서는 any, 긍정문에서는

some을 주로 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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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보다 더 ~한/하게’

21 대답에서 위치를 밝히고 있으므로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를 쓴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경우 more를 붙여 비교급을 만든다.
23 『the＋형용사/부사의 최상급』: ‘가장 …한/하게’

다.
22 ⓐ 앞서 나온 명사를 받을 때 one을 쓴다.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경우 most를 붙여 최상급을 만든다.

		ⓑ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it을 쓴다.

24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만큼 ~한/하게’

23 ⓐ 동사 give는 3형식 문장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24 ⓐ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형용사/부사(＋주어＋동사)!』
		ⓑ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Actual Test 2
01 ①

02 ⑤

07 enough
little

03 ②
08 ②

pp.138 - 140

05 what to say

04 ③

09 beautifully, beautiful

11 to make, making

12 so, too

25-26 빈도부사는 be동사와 조동사 뒤에, 일반동사 앞에 쓴다.

06 ④
10 few,

13 ③

14 ⑤

15 It 16 ③ 17 ① 18 to make me feel better 19 will
be able to bring

20 What an exciting movie it was!

21 ⑤ 22 ② 23 ① 24 ① 25 am never late for school
26 You can always borrow books
01 조동사(will) 뒤에는 동사원형을 쓴다.
02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03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사용하므로 뒤에 복수명사를 쓸 수
없다.
04 동사가 과거시제이므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쓸 수
없다.
05 what to-v: ‘무엇을 …할지’
06 보기와 ④의 cannot은 ‘…일 리가 없다’의 강한 추측의 부정, ①은
허가, ②, ③, ⑤는 능력·가능을 나타낸다.
07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은 『형용사/부사＋enough

to-v』로 바꿔 쓸 수 있다.
08 ②의 that은 ‘저 …’의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나머지는 명사절을
이끈다.
09 『감각동사(look)＋형용사』
10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little을 쓴다.
11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12 『too＋형용사/부사＋to-v』: ‘너무 …하여 ~할 수 없다’
13 ③ 부정문에는 주로 any를 쓴다. some → any
14 ⑤ finish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쓴다. to do → doing
15 날씨, 시간, 계절, 거리, 명암, 온도 등을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16 ③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전치사 in을 쓴다. at → in
17 ① cut oneself: ‘베이다’
		주어가 he이므로 himself를 쓴다. oneself → himself
어휘

cautious 형 조심스러운

18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사역동사로 쓰인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19 조동사 can은 미래형이 없으므로 『will be able to＋동사원형』으
로 미래를 나타낸다.
20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a/an)＋형용사＋명사(＋주
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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