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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원

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A	 1	① 2	③ 3	④ 4	① 5	③ 6	④ 7	② 8	②
	 9	④ 10	③
B	 1	wonder 2	surprise 3	pilot 4	capital 5	tourist
	 6	continent 7	effect 8	bridge 9	view 10	country
	 11	…을	통해					12	…당,	…마다					13	국가의,	전국적인					

	 14	인내심					15	주요한,	중요한					16	자연의,	천연의					

	 17	열대	우림					18	지역					19	해발					20	…을	따라	이름	짓다

C	 1	is	full	of 2	is,	similar	to 3	get	to 4	outside	of
	 5	went	away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❶ 최상급 Check Up | p. 10
1	(1)	smartest		(2)	wettest		(3)	busiest		(4)	most	beautiful		(5)	best
2 (1)	youngest		(2)	biggest		(3)	most	useful
3	My	brother	is	the	funniest	person	in	my	family.
4	(1)	fasttest	→	fastest		(2)	prettyest	→	prettiest			

❷ 간접의문문 Check Up | p. 11

1	(1)	the	concert	started		(2)	he	will	come
2	(1)	was	he	→	he	was		(2)	does	this	bus	go	→	this	bus	goes			
3	I	wonder	what	he	did	last	night.
4	(1)	I’m	not	sure	where	I	am.		(2)	Let	me	know	how	I	can	help	you.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1)	tallest		(2)	hottest		(3)	cutest		(4)	earliest		(5)	most		(6)	most	
popular					02	②					03	②					04	④					05	①,	④					06	why	you	went	
there					07	(1)	the	smallest	(ball)		(2)	the	biggest	(ball) 08	⑤					

09	when	she	bought	the	book				10	one of the greatest inventors 
in the world					11	I	wonder	when	her	new	album	will	come	out.	
12	I	think	he	is	the	best	actor	in	Korea.					13	what	you	ate	last	
night						14	①,	③						15	③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01	(1),	(3)	최상급을	만들	때,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e)st를	

붙인다.	(2)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인다.	(4)	「자음	+	y」로	끝나면	y를	i로	바

꾸고	-est를	붙인다.	(5)	many는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most이다.	(6)	3음절	이상인	단어는	앞에	most를	쓴다.

02	②	little은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least이다.	

03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04	문장	뒷부분에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in	our	class(우

리	반에서)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최상급이	들어가는	것이	알

맞다.	fast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며,	최상급	앞에는	

the를	쓴다. |	해석	|	Jake는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른	학생이다.	

05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은	「if	[whether]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06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07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small은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며,	big은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

므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인다.	

	 |	해석	|	(1)	빨간	공은	셋	중에서	가장	작다	/	가장	작은	공이다.	(2)	파

란	공은	셋	중에서	가장	크다	/	가장	큰	공이다.

08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⑤가	빈칸에	들어가려면	where	I	should	park	my	

car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해석	|	나는	①	Brown	씨가	몇	살인지	/	②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

인지	/	③	그가	언제	떠날	것인지	/	④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는

지	모른다.		

09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언제’를	의미하는	의문사는	when이며,	간접의문문

이	과거시제이므로	동사는	과거형인	bought로	쓴다.	

❶ 알고 있는지 묻기 Check Up | p. 6
1	where					2	②					3	Do	you	know	that	Mars	is	the	fourth	planet	
from	the	Sun?					4	ⓒ	→	ⓑ	→	ⓐ

❷ 놀람 표현하기 Check Up | p. 7

1	kidding 2	③,	④ 3	③ 4	ⓑ	→	ⓐ	→	ⓒ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Check Up | p. 9
1 	Do	you	know			 2 	can’t	believe			 3 	drama	club			 4 	want	to	join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2 | 교과서 대화문 익히기

01	rain	+	forest	→	rainforest	(열대	우림)

02	sun	+	rise	→	sunrise	(일출)

03	back	+	ground	→	background	(배경)

04	⑤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

어이다.	language는	‘언어’라는	의미의	한	단어이다.	

05	‘물,	비,	나무나	식물이	거의	없는	넓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땅’

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desert(사막)이다.	

06	‘물이나	다른	액체로	덮인’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wet(젖은)이

다.	

07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무언가를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contain(들어	있다,	포함하다)이다.	

08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단어

는	patience(인내심)이다.	

09	‘무언가가	생겨나거나	존재하기	시작한	상황이나	장소’라는	

의미의	단어는	origin(기원,	출신)이다.	

10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view(경치)이다.	

11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12	be	similar	to:	…와	비슷하다

13	above	sea	level:	해발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01	rainforest						02	sunrise						03	background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patience										09	origin										10	view
11	To	be	honest								12	is	similar	to								13	above	sea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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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쓰므로	조동사	will을	주어인	her	new	album	뒤에	쓴다.	

	 |	해석	|	나는	그녀의	새	앨범이	언제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12	good은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best이다.

	 |	해석	|	나는	그가	한국에서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한다.	

13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과거를	묻는	의문문이므로	동사를	과거형인	ate로	쓰

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네가	어젯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나에게	말해	줘.

14	①	부사의	최상급	앞에서는	the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은	문

장이다.	②	young의	최상급은	youngest이다.	most	young	

→	youngest	④	important는	3음절	이상의	단어이므로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importantest	→	most	

important	⑤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서는	the를	생략할	수	없

다.	most	→	the	most	

	 |	해석	|	①	Jack이	가장	빨리	달린다.	③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다.	

15	①,	②	의문사가	주어일	때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동사」의	형

태로	쓰므로	어법상	자연스럽다.	③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

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	where	she	lives

	 |	해석	|	①	너는	누가	방	안에	있는지	알고	있니?	②	나는	누가	그	경

기에서	이길지	궁금하다.	④	나는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다.	⑤	

나는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1 	driest							 2 	highest							 3 	is	full	of							 4 	surprise							 5 	at	all				
6 	areas					 7 	such					 8 	is,	similar	to					 9 	outer	space					 10	one	

of	the	best	places					11	If					12	cover					13	patience					14	is	named	
after				15	who				16	get	to				17	continent				18	flows into				19	That 

is because					20	wet					21	the other side						22	that						23	mountain 

range					24	contains					25	outside of					26	a third					27	unique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1	Do	you	know	where	the	driest	desert	on	Earth	is? 2	How	
about	the	highest	waterfall? 3	Yes,	they	are	both	 in	South	
America. 4	This	continent	 is	full	of	natural	wonders	that	will	
surprise	you. 5	The	Atacama	is	the	driest	desert	on	Earth.
6	In	some	parts,	it	gets	almost	no	rain	at	all	—	only	1–3	millimeters	
per	year! 7	The	ground	in	some	areas	is	so	dry	that	no	plants	
can	grow. 8	Do	you	know	what	scientists	do	 in	such	a	dry	
place? 9	The	soil	 in	this	desert	 is	very	similar	to	the	soil	on	
Mars,	so	 they	prepare	 for	 trips	 to	outer	space. 10	The	
Atacama	is	also	one	of	the	best	places	on	Earth	to	watch	stars.	
11	 If	you	go	to	Venezuela,	you	can	see	the	world’s	highest	
waterfall. 12	It	is	979	meters	high. 13	Clouds	often	cover	the	
top,	so	you	need	patience	and	a	little	luck	to	get	a	good	view.	
14	Actually,	the	waterfall	 is	named	after	Jimmie	Angel,	a	pilot	
from	the	United	States	who	 first	 flew	over	the	waterfall	 in	
1933. 15	You	can	still	get	to	the	top	of	the	beautiful	waterfall	
only	by	plane. 16	The	Amazon	runs	across	the	continent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through	seven	countries. 17	It	travels	from	Peru	in	the	west	and	
flows	into	the	Atlantic	Ocean.	 18	The	Amazon	River	is	interesting	
in	many	ways. 19	For	the	most	part,	it	has	no	bridges. 20	

That	is	because	it	usually	runs	through	rainforests	and	wet	areas,	
not	cities	or	towns. 21	Also,	in	many	places	the	river	is	very	
wide,	so	you	cannot	see	the	other	side!	 22	You	probably	do	
not	want	to	swim	 in	this	river.	 23	 It	 is	home	to	some	very	
big	snakes	and	 fish	that	eat	meat. 24	The	Andes	are	the	
world’s	longest	mountain	range.	 25	Do	you	know	how	long	
the	mountain	range	is? 26	It	is	about	7,000	kilometers	long!		
27	It	also	contains	the	highest	mountains	outside	of	Asia. 28	

About	a	third	of	the	people	in	South	America	live	in	the	Andes.		
29	Many	unique	animals	also	live	there.

01	④	  유사 문제 		② 02	③ 03	by 04	(1)	unique		(2)	
continent		(3)	ocean 05	②,	③	  유사 문제 		①,	④ 06	how	
fast	this	roller	coaster	is 07	①,	④ 08	③ 09	ⓓ	→	ⓐ	→	ⓒ	→	

ⓑ 10	④ 11	④ 12	where	you	found	the	ring 13	the	
heaviest	  유사 문제 		the	worst				14	how	much	the	ticket	
costs 15	② 16	③,	⑤ 17	① 18	place	→	places 19	⑤	

20	②,	④ 21	② 22	그	강이	몇몇	아주	큰	뱀과	고기를	먹는	물고기들

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23	①,	③ 24	②,	③ 25	contain(s) 26	
longest,	a	[one]	third,	unique 27	② 28	②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

01	④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

어이다.	patience는	‘인내심’이라는	의미의	한	단어이다.	

	  유사 문제 	②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와	명사가	합쳐

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bridge는	‘다리’라는	의미의	한	단

어이다.	

02	빈칸에는	‘궁금하다’와	‘경이로운	것’을	모두	의미하는	③	

wonder가	알맞다.		

	 |	해석	|	나는	그가	왜	항상	늦는지	궁금하다.	/	만리장성은	세계의	경

이로운	것들	중	하나이다.

03	by	oneself:	혼자 |	해석	|	나는	더	이상	혼자	먹고	싶지	않다.

04	(1)	unique:	독특한	(2)	continent:	대륙	(3)	ocean:	대양,	바다	

	 |	해석	|	(1)	모든	가족은	그	가족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2)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3)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긴수염

고래이다.

05	소식을	듣고	놀라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

현인	②,	③이	알맞다.

	 |	해석	|	A:	Jason이	일등상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니?	B:	전국	대회

에서?	②	그거	놀랍다!	/	③	믿을	수	없어!	

	 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④	네	말에	동의해.	⑤	도와줘서	고마워.	

	  유사 문제 	빈칸에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①,	④가	

알맞다.

	 |	해석	|	A:	봐.	일곱	살짜리	소년의	만화가	크게	히트를	치고	있어.	

B:	①	그거	놀랍다!	/	④	믿을	수	없어!	그림이	훌륭해.		

	 ②	그건	정확하지	않아.	③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⑤	너는	그렇

게	해야	해.

06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

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how	fast는	하나의	의

문사처럼	취급한다.

07	①	롤러코스터는	저녁	8시	이후에	탈	수	없다.	④	종하는	롤러

코스터를	타는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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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	①	롤러코스터는	하루	종일	운행하지	않는다.	②	여학생은	롤

러코스터를	다시	타고	싶어	한다.	③	종하는	롤러코스터의	속도에	놀

란다.	④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두려워하지	않았다.	⑤	여학

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에	종하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08	B가	날짜로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생일이	언제인지	

묻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석	|	A:	너는	③	민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니?	B:	7월	28

일이야.	

	 ①	Smith	씨가	몇	살인지	②	그	노트북이	얼마인지	④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⑤	유리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09	준하에게	강아지가	생긴	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	-	아니라

고	답하고	어디에서	났는지	묻기(ⓐ)	-	삼촌	댁에서	얻었다고	

답하기(ⓒ)	-	자신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기(ⓑ)

10	④	특히	피라미드	사진들을	좋아했던	사람은	여학생이다.	

11	빈칸	앞에	the가	있으며,	뒤에	비교의	대상으로	of	the	play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최상급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비교급인	④는	빈칸에	알맞지	않다.	

	 |	해석	|	여기가	그	연극에서	①	최고의	/	②	가장	행복한	/	③	가장	재

미있는	/	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2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어디에서’를	뜻하는	의문사는	where이며,	간접의문

문이	과거시제이므로	동사는	과거형인	found로	쓴다.	

13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heavy는	「자

음	+	y」로	끝나므로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유사 문제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

다.	bad는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worst이다.	

14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how	much는	하나의	의문사처럼	취급하며	주어가	3

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를	costs로	쓰는	것에	유

의한다.	

	 |	해석	|	그	표의	가격이	얼마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15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16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③	→	how	old	you	are	⑤	→	what	the	girl’s	name	is	

	 |	해석	|	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②	나는	

그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고	싶다.	④	나는	네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고	싶다.	

17	ⓐ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where	the	driest	desert	on	Earth	is		

18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place는	복수	명사인	places

가	되어야	한다.

19	주어진	문장의	still(여전히)에	주의한다.	처음	폭포	너머로	비

행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행기로만	폭포의	꼭대기

에	갈	수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0	②	브라질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있다.	④	Jimmie	Angel은	걸

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폭포	너머로	비행을	했다.

21	빈칸	뒤로	강의	건너편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빈칸

에는	‘넓은’이라는	의미의	wide가	알맞다.	

22	이어지는	문장인	It	is	home	to	some	very	big	snakes	and	

fish	that	eat	meat.에	사람들이	아마존강에서	헤엄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나타나	있다.

23	아마존강의	길이와	깊이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것은	길이가	얼마인가?	②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가?	③	그것은	깊이가	얼마인가?	④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⑤	

그것은	몇	개의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가?

24	밑줄	친	부분과	②,	③에서	about은	부사로	‘약,	…쯤’을	뜻한다.	

나머지는	모두	전치사로	‘…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해석	|	①	그것에	관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줘.	②	나는	밖에서	한	

시간쯤	기다렸다.	③	그	책의	가격은	20달러쯤이다.	④	그에	관해	뭔

가	이상한	점이	있다.	⑤	나는	네가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	모르겠다.	

25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무언가를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contain(들어	있다,	포함하다)에	관한	영영풀이이다.	

26	|	해석	|	안데스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남아메리카인의	

3분의	1	정도와	많은	독특한	동물들의	서식지이다.	

27	수천	년	전에는	물이	있었지만,	모두	말라	버려서,	지금은	큰	

소금	사막이	남겨져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8	②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원이다.	

01	⑤	  변형 문제 		named	after 	02	patience 	03	③ 04	②	

 변형 문제 		④ 05	ⓒ	→	ⓑ	→	ⓓ	→	ⓐ	→	ⓔ 06	how	fast	this	
roller	coaster	is 07	①,	③					08	(1)	T		(2)	F				09	the	pictures	of	
pyramids						10	②	  변형 문제 		is	Mike’s	birthday	→	Mike’s	
birthday	is 11	①,	⑤ 12	what	time	the	movie	begins 13	the	
hottest	month 14	when	this	snowman	was	built 15	⑤ 16	
ⓓ	→	I	wonder	how	he	solved	the	problem. 17	(1)	the	slowest		(2)	the	
fastest					18	③					19	continent					20	③,	⑤					21	②					22	③					23	⑤					

24	②,	④					25	ⓑ	→	the	mountain	range	is					26	(1)	F		(2)	F					27	②,	③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01	name	after:	…을	따라	이름	짓다

	 |	해석	|	그	소년은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	이름	지어졌다.

	  변형 문제 	name	after는	‘…을	따라	이름	짓다’라는	의

미이며,	수동태이므로	동사는	과거분사인	named로	쓴다.

02	짝지어진	두	단어는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다.	patient의	명

사형은	patience이다.	

	 |	해석	|	자연	:	자연의	=	인내심	:	인내심	있는	

03	③	‘거의	같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은	similar(비슷한)에	관

한	영영풀이이다.	unique는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해석	|	①	젖은:	물이나	다른	액체로	덮인	②	화성:	태양에서	네	번

째에	있는	작고	붉은	행성	④	대양,	바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

고	있는	넓은	지역의	소금물	⑤	기원,	출신:	무언가가	생겨나거나	존

재하기	시작한	상황이나	장소	

04	빈칸	뒤로	그	애는	정말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다는	말이	이

어지므로,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말에는	놀람을	나타내

는	표현이	알맞다.	

	 |	해석	|	①	그럴	줄	알았어!	②	믿을	수	없어.	③	나는	네	의견에	동의

하지	않아.	④	나는	네가	그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라.	⑤	나는	그녀가	

그	대회에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	

	  변형 문제 	빈칸에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알맞다.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해석	|	①,	⑤	믿을	수	없어!	②,	③	그거	놀랍다!	④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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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토마토가	처음에	어디에서	재배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묻기	

-	이탈리아나	유럽	어딘가라고	짐작하기(ⓒ)	-	토마토는	남

아메리카에서	왔다고	알려주기(ⓑ)	-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	이에	답하기(ⓐ)	-	칭찬하기(ⓔ)

06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07	②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에	눈을	감고	있었다.	④	롤

러코스터를	한	번	더	타자고	제안한	사람은	여학생이다.	⑤	저

녁	8시	이후에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없다.

08	(1)	송	선생님은	혼자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다녀왔다.	(2)	남아

메리카의	몇몇	피라미드는	해발	3,80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것이다.	

	 |	해석	|	(1)	송	선생님은	혼자	남아메리카에	갔다.	(2)	남아메리카의	

몇몇	피라미드는	매우	낮은	곳에	있다.

09	I	especially	liked	the	pictures	of	pyramids.에서	여학생이	

특히	피라미드	사진들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석	|	여학생은	송	선생님이	찍은	다른	사진들보다	피라미드	사진

들을	더	좋아했다.

10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변형 문제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

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너는	Mike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니?

11	②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인다.	→	thinnest	③	대부분의	경우	-(e)st를	

붙인다.	→	coldest	④	3음절	이상인	단어는	앞에	most를	쓴

다.	→	most	popular	

12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what	time은	하나의	의문사처럼	취급하며	주어가	3

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를	begins로	쓰는	것에	유

의한다. |	해석	|	나는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알고	싶다.

13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hot은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

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14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해석	|	A:	나는	이	눈사람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B:	그것은	어젯밤에	만들어졌어.

15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⑤	→	universities

	 |	해석	|	볼로냐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들	중	하나이다.

16	ⓓ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간접의문문이	과거시제이므로	동사를	과거형인	

solved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	문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	나는	그	가게

가	언제	문을	닫는지	모른다.	ⓒ	너는	그	책이	얼마인지	알고	있니?	

ⓔ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17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slow와	fast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거북이는	셋	중	가장	느린	주자이다.	(2)	치타는	셋	중	가

장	빠른	주자이다.

18	주어진	문장은	‘이처럼	건조한	곳에서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의미의	질문이다.	주어진	문장	뒤로	

아타카마사막에서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설명

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19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같이	여러	개의	국가로	구성된	매우	넓

은	지역의	육지’는	continent(대륙)에	관한	영영풀이이다.	

20	①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다.	②	몇몇	지역은	연간	강수

량이	1~3밀리미터에	그친다.	④	토양이	화성의	토양과	아주	

비슷하다.

21	빈칸	앞에는	원인,	빈칸	뒤에는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그래서)가	알맞다.		

22	③	그것의	멋진	경치를	몇	시에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

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것은	높이가	얼마인가?	②	어느	나라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③	그것의	멋진	경치는	몇	시에	볼	수	있는가?	④	누가	

처음으로	그것	너머로	비행했는가?	⑤	그것의	꼭대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23	두	빈칸	모두	‘…을	통해’라는	의미의	전치사	through가	들어

가는	것이	알맞다.

24	②	여러분은	아마도	이	강에서	헤엄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④	강의	대부분에는	다리가	

없다. |	해석	|	①	그	강은	페루에서	시작된다.	②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③	많은	곳에서	강이	너무	넓어서	건

너편을	볼	수	없다.	④	그	강을	가로지르는	많은	다리들이	있다.	⑤	

그	강에는	고기를	먹는	물고기들이	있다.

25	ⓑ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how	long은	하나의	의문사처럼	취급한다.		

26	(1)	안데스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아니라,	아시

아	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다.	(2)	남아메리카	인

구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안데스산맥에	살고	

있다. |	해석	|	(1)	안데스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

다.	(2)	남아메리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안데스산맥에	살고	있다.	

27	ⓑ	‘수천의’는	thousands	of로	쓴다.	→	Thousands	of		ⓒ	주

어인	소금	사막이	‘남겨진’	것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	

is	left

01	③					02	similar	to					03	②					04	②					05	①					06	what	the	capital	
of	Peru	is					07	③					08	surprising					09	②,	④					10	④					11	(1)	the	
prettiest		(2)	the	shortest 12	⑤ 13	the	most	popular	food
14	why	you	were	late	for	school 15	①,	③ 16	⑤ 17	more	→	

the	most 18	I	wonder	how	you	became	an	astronaut. 19	(1)	
Mike	is	the	youngest		(2)	John	is	the	heaviest 20	③ 21	what	
that	means 22	②,	④ 23	④ 24	what	scientists	do	in	such	a	
dry	place 25	②,	④ 26	the	soil	in	the	desert	[Atacama]	is	very	
similar	to	the	soil	on	Mars 27	patience 28	①,	⑤ 29	⑤ 30	
② 31	ⓑ,	ⓔ,	ⓕ 32	③,	⑤ 33	④ 34	③ 35	② 36	one	of	
the	most	visited	natural	wonders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01	‘물,	비,	나무나	식물이	거의	없는	넓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땅’

은	desert(사막)에	관한	영영풀이이다.	

02	be	similar	to:	…와	비슷하다	

03	②	ocean(대양,	바다)이	들어갈	문장은	없다.	ⓐ	wonder:	경

이,	경이로운	것	ⓑ	prepare:	준비하다	ⓒ	rainforest:	열대	우

림	ⓓ	pilot:	조종사,	비행사	

	 |	해석	|	ⓐ	그랜드	캐니언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자연의	경이

로움이다.	ⓑ	내가	집에	오면,	아빠는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다.	ⓒ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전	세계	산소의	20퍼센트	정도를	생산한

다.	ⓓ	그는	비행기를	좋아한다.	그는	장래에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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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4	outside	of:	…의	밖에,	…	이외에	/	be	surprised	at:	…에	놀

라다 |	해석	|	퀘벡	이외에는	거의	모든	캐나다인들이	영어를	사용

한다.	/	모두가	그	소식에	놀랐다.	

05	두	사람은	토마토가	처음에	어디에서	재배되었는지에	관해	이

야기하고	있다. |	해석	|	①	토마토의	기원	②	토마토의	가격	③	토

마토	재배하는	법	④	토마토의	효능	⑤	토마토의	부작용		

06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A:	너는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알고	있니?	B:	모르겠어.	

어디야?	A:	리마야.	B:	그건	몰랐어.	

07	A가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③	

‘이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빠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해석	|	①	언제	롤러코스터를	운행하는지	②	누가	이	롤러코스터를	

설계했는지	④	롤러코스터	탑승	비용이	얼마인지	⑤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오래	타는지	

08	놀람을	나타낼	때는	That’s	surprising!	등의	표현을	쓴다.

09	②	종하가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탔는지,	④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키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는	이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처음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②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탔는가?	③	누가	롤러코스터를	또	타

고	싶어	하는가?	④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키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가?	⑤	롤러코스터는	언제	운행을	멈추는가?

10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how	old는	하나의	의문사처럼	취급한다.	

	 |	해석	|	나는	그가	몇	살인지	알고	싶다.	

11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1)	「자음	+	y」

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

다.	(2)	대부분의	경우,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Karen은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귀여운	소녀이다.	(2)	나

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12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따라서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가	되며	여섯	번째로	오는	단

어는	should이다.		

13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popular는	3

음절	이상이므로	앞에	most를	써서	최상급을	만든다.	

14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해석	|	나에게	말해	줘.	+	너는	학교에	왜	늦었니?	→	네

가	학교에	왜	늦었는지	나에게	말해	줘.

15	-ous	등으로	끝나거나	3음절	이상일	경우,	앞에	most를	써서	

최상급을	만든다.	kind와	rich는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Brown	씨는	그	마을에서	가장	②	유명한	/	④	성

실한	/	⑤	놀라운	사람이다.

16	⑤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	who	your	favorite	actor	is	/	②,	④	의문사

가	없는	간접의문문은	「if	[whether]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쓰며,	③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	동사」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너는	①	네가	어디에	사는지	/	②	그녀가	화가	났는

지	/	③	무엇이	그	상자	안에	있는지	/	④	그	소식이	사실인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17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interesting은	앞에	most를	써서	최

상급을	만든다.

18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19	Mike가	가장	어리며,	John이	가장	무겁다.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며,	「자음	+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

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Mike는	셋	중에서	가장	어린	소년이다.	(2)	John은	셋	중

에서	가장	무거운	소년이다.

20	ⓐ	good은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best이다.	better는	비

교급이다.	better	→	best	ⓓ	important는	3음절	이상이므로	

앞에	most를	써서	최상급을	만든다.	importantest	→	most	

important |	해석	|	ⓑ	Jake는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다.	

ⓒ	Henry는	그의	반에서	가장	빠른	학생이다.	

2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를	

means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22	②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이다.	hardest	→	

the	hardest	④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person	→	people	

	 |	해석	|	①	오늘은	가장	추운	날이다.	③	Max는	그	집단에서	가장	똑

똑한	개이다.	⑤	그것은	내가	본	최악의	영화였다.	

23	글의	앞부분에서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가장	높은	폭

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에는	④	natural	wonders(자연	

경관)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석	|	①	유명한	사람들	

②	신나는	활동들	③	숨겨진	위험들	⑤	아름다운	건물들		

24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간접의문문인	「의문사	+	주

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이처럼	건조한	곳’은	「such	+	a	+	

형용사	+	명사」의	형태로	쓴다.	

25	②	아타카마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며,	어떤	지

역의	토양은	너무	건조해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다.	④	아

타카마사막의	몇몇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1~3밀리리터	정도

로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	해석	|	①	아타카마사막은	별을	관측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②	아타

카마사막의	토양은	매우	촉촉하다.	③	아타카마사막은	우주여행을	준

비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④	아타카마사막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

는다.	⑤	아타카마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다.	

26	과학자들은	아타카마사막의	토양이	화성의	토양과	아주	비슷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주로의	여행을	준비한다.	

	 |	해석	|	Q:	왜	과학자들은	아타카마사막에서	우주로의	여행을	준비

하는가?	A:	그	[아타카마]	사막의	토양이	화성의	토양과	아주	비슷

하기	때문이다.

27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patience(인내심)

에	관한	영영풀이이다.	

28	②	앙헬폭포는	높이가	979미터로	1킬로미터를	넘지는	않는

다.	③	처음으로	앙헬폭포	너머로	비행을	한	사람은	미국의	비

행사였다.	④	앙헬폭포는	1933년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라,	

1933년에	처음	그	너머로	비행을	했다.	

29	(A)와	⑤의	run은	‘흐르다’라는	의미이다.	①은	‘운영하다’,	②

는	‘달리다’,	③은	‘작동하다’,	④는	‘(버스	등이)	운행하다’라는	

의미이다.

	 |	해석	|	①	나의	삼촌은	빵집을	운영하신다.	②	사자는	매우	빨리	달

릴	수	있다.	③	그	차는	전기로	작동한다.	④	그	버스는	10분마다	운

행한다.	⑤	나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30	주어진	문장은	‘강의	대부분에는	다리가	없습니다.’라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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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	문장	뒤에	That	is	because	...로	그	이유를	설명하

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는	ⓑ가	알맞다.

31	ⓐ	일곱	개의	대륙이	아니라	일곱	개의	나라를	거쳐	흐른다.	

ⓒ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으로	흘러간다.	ⓓ	대개	도시나	마

을이	아니라	열대	우림과	습지를	지나	흐른다.

32	①	안데스산맥에는	아시아	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다.	②	안데스산맥에는	남아메리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다.	④	안데스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다.	

	 |	해석	|	①	안데스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다.	②	남

아메리카	인구의	90%가	안데스산맥에	살고	있다.	③	안데스산맥의	

길이는	약	7,000킬로미터이다.	④	안데스산맥은	세계에서	두	번째

로	긴	산맥이다.	⑤	안데스산맥에는	많은	독특한	동물들이	있다.

33	바로	앞	문장에서	카이에투폭포로의	여행은	글쓴이를	기분	좋

게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알

맞다.	go	away:	사라지다	

34	③	글쓴이가	폭포에	어떻게	갔는지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

았다. |	해석	|	①	그	폭포의	높이는	얼마인가?	②	그	폭포는	어느	나

라에	있는가?	③	글쓴이는	그	폭포에	어떻게	갔는가?	④	글쓴이는	그	

폭포에서	무엇을	봤는가?	⑤	글쓴이는	그	폭포에	누구와	함께	갔는가?

35	ⓑ	dried	up은	‘바싹	말랐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6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01	surprise 02	what	Mike	 likes 03	 (1)	 [모범	답안]	amazing/
incredible/unbelievable		(2)	[모범	답안]	can’t	believe	it 04	Do	you	
know	how	much	this	T-shirt	costs? 05	(1)	the	worst		(2)	the	richest		
(3)	the	least 06	I	want	to	know	when	you	will	visit	Korea. 07	(1)	
the	funniest		(2)	the	saddest		(3)	the	most	popular 08	the	most	
hard-working	student	of	the	three 09	why	you	went	there	alone
10	dryest	→	driest	/	do	scientists	→	scientists	/	better	→	best 11-1	
what	Jenny	will	choose 11-2	when	your	birthday	is 11-3	I	want	to	
know	where	she	lives. 12	(1)	how	you	became	a	movie	director		(2)	
when	you	directed	your	first		movie		(3)	who	your	favorite	actor	is		(4)	
when	your	new	movie	will	come	out	 13	(1)	the	tallest		(2)	the	
oldest		(3)	the	shortest 14	he	was	(really)	scared	(at	first) 15	(1)	how	
much	the	ticket	costs		(2)	what	time	the	museum	opens			

유형별 서술형	문제 pp. 38~40

01	What	a	surprise!는	‘그거	놀랍다!’라는	뜻으로	놀람을	나타내

는	표현이다.	

	 |	해석	|	A:	너	그거	알아?	B:	뭘?	A:	소미가	점심	식사로	스파게티	

다섯	접시를	먹었어.	B:	정말이야?	그거	놀랍다!

02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으므

로	의문사는	what으로	쓰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

제이므로	동사는	likes로	쓴다.

	 |	해석	|	A:	너는	Mike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	B:	응.	그는	

만화책을	좋아해.	

03	놀람을	나타낼	때는	That’s	surprising/amazing/incredible/	

unbelievable!,	I	can’t	believe	it!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	해석	|	A:	너	그거	알아?	황소는	색맹이야.

	 B:	정말?	그거	놀랍다!

04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how	much는	하나의	의

문사처럼	취급한다. |	해석	|	A:	너는	이	티셔츠가	얼마인지	알고	

있니?	B:	그것은	만	원이야.	

05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1),	(3)	bad와	

little은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각각	worst와	least이다.	

(2)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06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해석	|	나는	네가	한국을	언제	방문할	것인지	알고	싶다.

07	문맥에	알맞은	형용사를	선택한	후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1)	funny는	「자음	+	y」로	끝나므로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2)	sad는	「단모음	+	단자음」

으로	끝나므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여서	최

상급을	만든다.	(3)	popular는	3음절	이상이므로	앞에	most

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Tony는	농담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그는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웃긴	소년이다.	(2)	그	영화는	나를	울게	만들었

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슬픈	영화였다.	(3)	많은	학생들이	

Kelly를	좋아한다.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이다.

08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쓰며,		hard-working	

은	3음절	이상이므로	최상급은	앞에	most를	쓴다.	뒤에는	비

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of	the	three로	쓴다.

09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간접의문문이	과거시제이므로	동사는	과거형인	

went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	너는	왜	거기에	혼자	갔니?	→	네

가	왜	거기에	혼자	갔는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10	dry는	「자음	+	y」로	끝나므로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good

의	최상급은	best이다.

11-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

태로	쓴다. |	해석	|	나는	Jenny가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하다.

11-2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언제’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의문사는	when으로	쓴다.	

11-3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

태로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는	

lives로	쓴다. |	해석	|	나는	알고	싶다.	+	그녀는	어디에	사니?	→	

나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다.

12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어떻게’는	의문사	how,	‘언제’는	when,	‘누구’는	

who를	쓰며,	우리말을	보고	간접의문문의	시제를	결정한다.

13	지호는	가장	키가	크고,	민지는	가장	나이가	많으며,	Fred는	가

장	키가	작다.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쓰며,	대

부분의	형용사나	부사는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지호는	셋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2)	민지는	셋	중에서	가

장	나이가	많다.	(3)	Fred는	셋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14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종하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A의	말에	

종하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	해석	|	Q: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에	왜	눈을	감고	있었는가?	

A:	그는	(처음에	정말)	무서웠기	때문이다.	

15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1)에는	how	much를	이용하여	표의	가격을	묻는	간

접의문문을	쓰며	(2)에는	what	time을	이용하여	박물관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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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는	시각을	묻는	간접의문문을	쓴다.	둘	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를	각각	costs,	opens로	쓴다.	

	 |	해석	|	A:	너는	트릭	아트	박물관에	가	본	적이	있니?	B:	응.	나는	그곳

에	여러	번	가	봤어.	A:	너는	표가	얼마인지	알고	있니?	B:	20달러야.	A:	

나는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알고	싶어.	B:	아침	9시에	문을	열어.	

01	⑤ 02	(w)aterfall 03	③ 04 ① 05	④ 06	ⓑ	→	ⓓ	→	ⓐ	→	ⓒ	

07	where	the	nearest	bank	is 	08	③,	⑤	 0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how	you	made	it 14	the	laziest	boy 15	I	want	to	know	

what	your	favorite	food	is. 16	⑤ 17	①,	⑤ 18	④ 19	(A)	the	driest		

(B)	so		(C)	places				20	①,	⑤				21	the	ground	(in	the	areas)	is	so	dry				

22	③,	④ 23	② 24	③ 25	⑤	

학교	시험	최종 점검	문제	1회 pp. 41~44

01	⑤를	제외하고는	모두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

어이다.	⑤는	‘대륙’이라는	의미의	한	단어이다.	

02	‘물이	바위	위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장소’는	

waterfall(폭포)에	관한	영영풀이이다.

03	be	full	of:	…으로	가득	차다	/	be	similar	to:	…와	비슷하다

	 |	해석	|	삶은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	Tom의	헤어스타일은	내	

헤어스타일과	비슷하다.	

04	빈칸	뒤에서	B가	놀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놀라운	

사실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①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	있

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므로	빈칸에	알맞지	않다.	

	 |	해석	|	A:	너	그거	아니?									B:	정말?	그거	놀랍다!	②	물고기는	

눈을	감을	수	없어.	③	달팽이는	수천	개의	이빨이	있어.	④	코끼리는	

모래를	선크림으로	사용해.	⑤	개는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05	④	A의	말을	듣고,	B가	놀람을	나타내면서	바로	뒤에	이미	알

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	해석	|	①	A:	너는	스페인의	수도가	어디인지	알고	있니?	B:	나는	

모르겠어.	②	A:	너	그거	알아?	개들은	웃을	수	있어.	B:	그거	놀랍

다!	나는	그건	몰랐어.	③	A:	너는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알고	있니?	

B:	응,	알아.	그건	Kevin이	썼어.	④	A:	너	그거	알아?	보미는	개를	

10마리	키워.	B:	그거	놀랍다!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⑤	A:	너

는	Sam이	그	대회에서	이겼다는	걸	들었니?	B:	국제	대회에서?	믿

을	수	없어!			

06	수민이가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	

-	놀람을	표현하면서,	작년에	그	애는	정말	조용하고	수줍음

이	많았다고	답하기(ⓓ)	-	올해	연극	동아리에	가입	후	많이	

바뀌었다고	알려주기(ⓐ)	-	자신도	그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

다고	말하기(ⓒ)	

07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최상급	표현은	「the	+	최

상급」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A: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B:	Queens	가에	하나	있어요.	A:	감사합니다.

08	I	can’t	believe	it.,	You’re	kidding.,	That’s	incredible!은	모

두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해석	|	①	그건	공평하지	않아.	②	그거	정말	안됐다.	③	농담이겠지.	

④	네	말에	동의해.	⑤	믿을	수	없어!	

09	①	송	선생님은	지난여름에	여행했다.	③	여학생이	특히	피라

미드	사진들을	좋아했다.	④	피라미드	사진들을	본	사람은	여

학생이다.	⑤	여학생이	말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

	 |	해석	|	①	송	선생님은	지난겨울에	여행했다.	②	송	선생님은	혼자	

남아메리카에	갔다.	③	송	선생님은	특히	피라미드를	좋아했다.	④	

남학생은	피라미드	사진들을	보았다.	⑤	남학생은	남아메리카에	피

라미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10	빈칸	뒤에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	of	all	the	boys(모든	

소년들	중에서)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최상급	표현인	「the	+	

최상급」이	알맞다.	strong은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Jack은	모든	소년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

1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해석	|	A:	도서관이	언제	문을	닫는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B:	그곳은	5시에	문을	닫아.	

12	④	cold는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coldest)	마지

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드는	것은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13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간접의문문이	과거시제이므로	동사를	made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나에게	알려줘.	+	너는	그것을	어떻게	만

들었니?	→	네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에게	알려줘.

14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lazy는	「자음	+	

y」로	끝나므로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15	‘…하고	싶다’는	「want	+	to부정사」로	쓰며,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16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해석	|	Brian은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한	명이다.	

17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①	is	the	tall	man	→	the	tall	man	is	⑤	will	she	→	she	

will |	해석	|	②	나는	그녀가	내일	떠날	것인지	궁금하다.	③	누가	

창문을	깼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④	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

는지	모른다.

18	(A)의	they는	첫	번째	문장의	the	driest	desert	on	Earth와	

(C)의	the	highest	waterfall을	가리키므로	(A)는	(C)	뒤에	온

다.	(B)의	This	continent는	(A)의	South	America를	가리키

므로	(B)는	(A)의	뒤에	온다.	

19	(A)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이다.	(B)	「so	+	형

용사	+	that	+	주어	+	동사」는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

를	나타낸다.	(C)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0	①	아타카마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다.	⑤	아타

카마사막은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들	중	하나이다.

21	아타카마사막의	어떤	지역의	토양은	너무	건조해서	어떤	식물

도	자랄	수가	없다.

	 |	해석	|	Q:	왜	아타카마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가?	A:	(그	지역의)	토양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이다.

22	ⓒ	name	after는	‘…을	따라	이름	짓다’라는	의미이며,	주어가	

이름이	지어진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	 is	

named	after	ⓓ	선행사가	사람인	a	pilot이므로,	주격	관계대

명사는	who나	that이	되어야	한다.		

23	ⓐ	빈칸	뒤로	아마존강에	다리가	없는	또	다른	원인이	이어지

고	있으므로,	‘또한’이라는	의미의	Also가	알맞다.	ⓑ	빈칸	앞

에는	원인(강이	너무	넓다)이,	뒤에는	결과(그	건너편을	볼	수	

없다)가		나오므로,	빈칸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그래

서)가	알맞다.

24	③	아마존강이	몇	개의	열대	우림을	지나	흐르는지는	이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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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것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②	왜	그것의	대부분에는	다리

가	없는가?	③	그것은	몇	개의	열대	우림을	지나	흐르는가?	④	어떤	

동물들이	그	안에	사는가?	⑤	그	안에서	수영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25	주어진	문장은	‘그곳에는	독특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

기도	합니다.’라는	의미이므로,	앞에는	안데스산맥에	사람들

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

진	문장의	위치는	ⓔ가	알맞다.

01	pilot 	02	④ 	03	③ 	04	ⓑ	→	ⓓ	→	ⓐ	→	ⓒ 	05	① 	06	④	

07	①,	④ 08	To	be	honest 09	③ 10	why	she	was	late	for	the	

meeting 11	④ 12	the	happiest	moment 13	when	you	wrote	

your	first	poem 14	② 15	② 16	It	was	one	of	the	most	exciting	

games	 I’ve	ever	watched. 17	(1)	the	oldest	(building)		(2)	the	

newest	(building) 18	where	the	driest	desert	on	Earth	is 19	⑤	

20	② 21	④,	⑤ 22	③ 23	(1)	F		(2)	T 24	a	[one]	third 25	④

학교	시험	최종 점검	문제	2회 pp. 45~48

01	‘조종사,	비행사’라는	의미의	pilot이	알맞다.

	 |	해석	|	비행사는	항공기를	조종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다.	

02	두	빈칸	모두	‘들어	있다,	포함하다’라는	의미의	contain이	들

어가는	것이	알맞다. |	해석	|	그	병에는	2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	/	레몬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다.	

03	③	social(사회적인)에	해당하는	영영풀이는	없다.	

	 |	해석	|	ⓐ	거의	같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	→	similar	(비슷한)	ⓑ	각

각에	대하여	→	per	(…당,	…마다)	ⓒ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	view	(경치)	ⓓ	뭔가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	across	(가로질러)

04	페루의	수도를	알고	있는지	묻기(ⓑ)	-	모른다고	답하면서	어

디인지	되묻기(ⓓ)	-	리마라고	답하기(ⓐ)	-	그걸	몰랐다고	

말하기(ⓒ)	

05	수민이가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에	B가	놀라는	상

황이므로	작년에는	수민이가	①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

격이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석	|	②	시끄럽고	떠들썩한	③	똑똑하고	창의적인	④	행복하고	신

나는	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06	빈칸	뒤에	이어지는	말인	I	didn’t	know	that.으로	보아	빈칸

에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④	What	a	surprise!(그거	놀랍

다!)가	알맞다. |	해석	|	①	그건	충분히	공평해.	②	그건	정말	빠르

다!	③	그건	가능해.	⑤	그건	옳지	않아.

07	①	브라질의	수도와	④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이	대화

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08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09	③	Look	at	the	sign.	We	can’t	ride	it	after	8	p.m.으로	보아,	표

지판에	롤러코스터의	마감	시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석	|	①	롤러코스터는	하루	종일	운행한다.	(→	저녁	8시	이후에는	

탈	수	없다.)	②	종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전혀	무서워하지	않

았다.	(→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③	표지판에는	롤러코스터	마감	시

간에	관해	뭔가가	적혀	있다.	④	종하는	이미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	⑤	종하와	여학생은	저녁	8시에	롤

러코스터를	다시	탈	것이다.	(→	저녁	8시	이후에는	탈	수	없다.)

10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Do	you	know	+	의문사	

+	주어	+	동사	...?」의	형태로	쓴다.	

11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What이	의문형용사로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하나

의	의문사처럼	취급한다.	

	 |	해석	|	무슨	요일인지	누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니?

12	최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로	쓴다.	happy는	「자

음	+	y」로	끝나므로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13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과거를	묻는	의문문이므로	동사를	과거형인	wrote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	해석	|	당신이	언제	당신의	첫	번째	시를	썼는지	나에게	말해	주세요.

14	①	bad는	불규칙	변화하며,	최상급은	worst이다.	badest	→	

worst	③,	④	「단모음	+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자

음을	한	번	더	쓰고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thinest	

→	thinnest,	hotest	→	hottest	⑤	최상급	앞에는	the를	쓴다.	

most	→	the	most |	해석	|	②	어느	것이	가장	예쁜	드레스니?	

15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

로	쓴다.	ⓒ	is	she	→	she	is	ⓓ	is	your	favorite	sport	→	your	

favorite	sport	is	ⓔ	did	you	buy	→	you	bought

	 |	해석	|	ⓐ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	ⓑ	나는	그것이	얼마

인지	알고	싶다.		

16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는	‘가장	…한	것들	중	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game을	복수	명사인	games

로	고쳐야	한다. |	해석	|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흥미진

진한	경기들	중	하나였다.		

17	표에	따르면	셋	중에서	박물관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은행

이	가장	새	건물이다.	최상급의	표현은	「the	+	최상급」으로	

나타내며,	old와	new는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다.	

	 |	해석	|	(1)	박물관은	셋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오래된	건물이다).	

(2)	은행은	셋	중에서	가장	새	것(새	건물)이다.

18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문사가	있

는	간접의문문인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로	쓴다.	최

상급	표현은	「the	+	최상급」의	형태이다.	

19	주어진	문장의	also(또한)에	주의한다.	주어진	문장은	과학자

들이	아타카마사막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을	설명하는	문

장이므로,	첫	번째	일에	관한	문장인	The	soil	...,	so	they	

prepare	for	trips	to	outer	space.	뒤인	ⓔ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20	「so	+	형용사	+	that	+	주어	+	동사」는	‘너무	…해서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1	④	처음으로	폭포	너머로	비행을	한	미국의	비행사에게서	이름

을	따왔다.	⑤	여전히	비행기로만	그곳의	꼭대기에	갈	수	있다.	

	 |	해석	|	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다.	②	베네수엘라에	위치해	

있다.	③	그곳의	멋진	경치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④	그곳의	꼭대기

까지	처음으로	등반한	미국의	비행사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⑤	이제

는	그곳의	꼭대기까지	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22	‘건너편’이라는	의미이므로	the	other	side가	되는	것이	알맞다.	

23	(1)	아마존강은	대개	도시나	마을이	아닌,	열대	우림과	습지를	지

나	흐른다.	(2)	아주	큰	뱀과	고기를	먹는	물고기들의	서식지라고	

했으므로,	아마존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석	|	(1)	아마존강은	많은	도시나	마을을	지나서	흐른다.	

	 (2)	아마존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24	분수를	나타낼	때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로	나타내므로,	‘3

분의	1’은	a[one]	third로	쓴다.	

25	④	feel	like은	‘…한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