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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sson 

Glass Beach

| 본문 p. 107

1.실수, 오류  2.쓰레기  3.쓰레기장  4.가정  5.다양한  6.비슷한  7.인간의  

8.뉴스 속보  9.빛나다  10.독특한  11.작품  12.쓰레기  13.역사  14.(셋 이
상) ~중에서  15.파도  16.절약하다, 구하다, 저장하다  17.쉽게  18.보호하

다  19.해결하다  20.모양

Words Test A

| 본문 p. 107

1.public  2.rice cooker  3.tap  4.remain  5.local  6.popular  7.serious  

8.decide  9.hard  10.possible  11.off  12.vacation  13.cleanup  

14.tourist  15.unusual  16.artist  17.correct  18.writer  19.pollution  

20.remove

Words Test B

| 본문 p. 107

1.다 팔린, 매진된  2.파티를 열다  3.(과거에) ~이었다  4.~을 우연히 
발견하다  5.할인 중인  6.~을 신청하다  7.~의 눈길을 끌다  8.~을 따
라 걷다  9.A를 B로 바꾸다  10.그때, 그 당시에  11.버리다  12.A에서 
B까지  13.문을 닫다, 폐쇄하다  14.A와 B 둘 다  15.샤워하다  16.~대

신에  17.~에 관심이 있다  18.~에서 나오다, 비롯되다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해변에서 반짝이는 빛  2.사람들의 쓰레기를 특별한 것으로 바꾸

다  3.그 쓰레기 중에  4.쓰레기 매립장으로 남다  5.도시 지도자들과 지역 
사람들  6.다양한 청소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다  7.모든 쓰레기를 치우려

고 노력하다  8.이런 인간의 실수를 바로잡다  9.다음 30년 이상  10. 남
아있는 유리를 조각들로 쪼개다  11.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다  
12.믿거나 말거나

A

| 본문 p. 109

 1.the history of this unique beach  2.find out how serious 
the problem was  3.remove all the glass waste  4.shut down the 
beach  5.a popular place  6.find pieces of waste  7.all kinds of 
garbage  8.pieces of glass  9.one of the most unique beaches  
10.come from the white sand  11.the work of a great artist  12.a 
public trash dump

B

| 본문 p. 109

 1.instead of  2.sign up for  3.come across  4.am interested 
in  5.on sale  6.used to  7.catches your eyes  8.shut down

C

| 본문 p. 111

Vocab Test A 1.⑤  2.②  3.④  4.①  5.③  6.⑦  7.⑥  8.⑧

Vocab Test B 1.local  2.garbage/waste  3.pollution
Vocab Test C 1.hard  2.off  3.across  4.in
Vocab Test D   1.decide  2.unusual  3.tourist  4.correct  

5.error  6.dump

1.④  2.He told us that we didn’t have to clean today.  3.②  4.④
| 본문 p. 112~113

| 본문 p. 116~117

p.214  Listen and Speak 1
   Why don’t, not, on, said that, harder, rice cooker, told us 

that, in
p.216  Conversation
   camping trip, to, used to, up, into, did you know that, is
p.215  Listen and Speak 2
   working on, on saving, anything interesting, Do you know 

that, when, by turning off, tips, if, instead of
p.215  Listen and Speak 2
   French, hard, for, Have, heard, news to, is leaving
p.217  Conversation Activity Red
   go on a picnic, class party on, can’t wait
p.218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A pair of, Do, know, on sale, until, off from, letting
p.219  Conversation Activity Blue
   Have, heard that, haven’t, told me that, why, sign up for
p.234  Check Up
   is, big sale, How, off,  need  to,  busy  with, about going,  

from, to, go

| 본문 p. 118~119

Check_Up A   1.waiting  2.written  3.dancing  4.sung  5.who  

6.which

Check_Up B 1.who  2.who  3.which  4.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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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20

 1.shining  2.running  3.waiting  4.reading, is  5.watching, 
is  6.sleeping  7.listening, is  8.looking  9.hanging  10.holding, 
is  11.which is  12.which has changed  13.which was, mixed  
14.who worked  15.which is  16.who is  17.who helped  
18.which is  19.which is  20.who was

A

| 본문 p. 121

 1.which/that was  2.who/that is  3.which/that wereA

| 본문 p. 121

 1.(which was) written  2.(which are) sung  3.(who is) riding  
4.(who is) playing

B

| 본문 p. 121

 1.and they  2.but itC

| 본문 p. 121

 1.Kevin loves his uncle, who teaches art in college.  2.The 
new library, which can hold a lot of people, will open next 
month.  3.My best friend is David, who wants to be a writer.  
4.Amy read the letter, which made her smile.

D

| 본문 p. 121

 1.who → which  2.were → was  3.whom → who  4.who 
playing → (who is) playing

E

| 본문 p. 122~123

01.①  02.②  03.②  04.⑤  05.③  06.④  07.②  08.⑴ Let’s go to 
the theater which[that] is playing the new movie.  ⑵ Let’s go 
to the theater playing the new movie.  09.⑤  10.③  11.⑴ who 
⑵ which  12.③  13.②  14.④  15.③

01. my sist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be동사의 과거형 was가 생략
되었다. 

02.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어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한
다. ‘길을 건너고 있는 소년은 내 동생이다.’ 

03. 분사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여 의미를 보충하는데, ‘정원에서 놀고 있
는 남자’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로 쓴다. → playing 

04. ‘눈으로 덮인 지붕’이라는 의미로 과거분사로 써야한다. → covered 

05. 나머지는 모두 과거분사로 사용되었지만, ③은 과거형 동사로 사용되었다. 

06. nice cars를 수식해야 하므로 was가 아닌 were가 들어가야 한다. 

07. name은 목적어 뒤에 명사 보어가 오는데 ② 문장의 John Brown은 보어이므
로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 is named가 쓰여야 한다.

08.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09.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 대명사」로 고쳐 쓸 수 있다.  선행사가 
동물이므로 which를 쓴다.

10. 의문형용사 which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였다.   
•나는 어느 색깔이 내게 더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는 그녀에게 공책을 한 권 줬는데, 그녀는 다음날 그것을 잃어버렸다. 

11.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에 나온 선행사의 의미를 보충 설명한다. ⑴ 선
행사가 사람(Mr. Johnson)이므로 who, ⑵ 선행사가 사물 (computer)이므
로 which를 쓴다. 

12. 선행사가 단수 명사(the radio)이므로 단수 동사를 쓴다. were → was 

13. ②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14.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쓰일 수 없다.   
‘지난해에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던 Mr. Kim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5.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맞게 쓴 문장은 ③이다. ① where → which ② 
that → which ④ when → which 혹은 콤마를 지우고 when → where ⑤ 
sell → sells

| 본문 p. 126~127

1.walk along, will come across, shining  3.comes from  
4.which is  5.work  6.which has, something special  7.goes, 
back to  8.At that time, or, dump  9.throw away, from, to  
10.was, among  11.remained, until  12.found out how serious  
13.moved, to, to clean  14.all, which was, mixed  15.decided 
to, down, correct  16.broke, into  17.in  18.waste, shining, 
catches your eyes  19.both, and, because of

| 본문 p. 130~137

01.②  02.⑤  03.③  04.correct  05.⑤  06.①  07.②  08.④  09.③  
10.that  11.⑤  12.①  13.Why don’t we go to the movies today?  
14.⑤  15.③  16.④  17.⑤  18.⑴ 난지 캠핑장은 쓰레기 처리장이

었다.  ⑵ 사람들이 그 지역을 청소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꿨다.  
19.①, ④  20.④  21.②  22.③  23.③, ⑤  24.④  25.①  26.I have 
a sister, who became a doctor.  27.who is  28.②  29.Mr. Jones 
has two daughters, who are middle school teachers.  30.⑤  
31.Welcome to Glass Beach, which is one of the most unique 
beaches in the world!  32.③  33.①  34.believe (it) or not  
35.various  36.④  37.④  38.which was  39.catch → catches  
40.③  41.⑤  42.④  43.⑤  44.①, ④  45.④  46.⑴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⑵ 다 쓴 건전지를 재활용해야 한다.  47.⑤  
48.②  49.①  50.⑴ were → was ⑵ seriously → serious

01. sign up for : ~을 신청하다

02. 반의어 관계가 아닌 것은 ⑤이다. ⑤ 비슷한 : 같은

03. •used to : (과거에) ~이었다   •come across : ~을 우연히 발견하다

04. correct는 ‘옳은, 맞는, 바로잡다, 정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05. 보기와 ⑤는 작품이라는 의미

 ①② 일하다 ③ 직장, 일 ④ 작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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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ump : 쓰레기장 

07. catch one’s eyes : ~의 눈길을 끌다

08. tap : 수도꼭지 / ④는 error(실수, 오류)의 영영풀이다.

09. ‘~가 …라고 말했다’라는 의미의 「주어 + said that + 주어 + 동사 ~」 구문을 
이용해 주어가 한 말인 that절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고하거나 전해줄 수 있
다. 이때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

10. ‘He said that the shop was closed.’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1. 남자의 응답으로 보아 ‘Have ~?’로 시작하는 질문을 고르되 대화의 내용을 파
악하여 적절한 답을 고른다.

12. Han’s 화방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13. ‘Why don’t we ~?’는 ‘~하는 것이 어때?’라는 의미를 가진다.

14. 「주어 + said that ~」과 「주어 + told + 목적어 + that ~」은 주어가 한말을 다
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전하는 표현이다. 

15. 여자는 모둠 회의가 있어서 영화를 보러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6. 캠핑 가는 것에 매우 신이 난다고 말하자, 캠핑 장소가 원래 어떤 곳이었고, 어
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대화이다.

17. ⓐ used to + 동사원형 : ~이었다  
ⓑ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변화시키다)

18. dump : 쓰레기장 uesd to : ~이었다.

19. 태호는 Freshkills공원에 대해 잘 몰랐고, 그 공원이 예전에 호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0. ‘고양이가 개를 쫓아가다’의 능동의 표현이 와야 하므로 (which[that] is)가 생
략된 현재분사 running이 온다. run atter : ~을 뒤쫓다.

21. a boy 뒤에 (who[that] was)가 생략되어 있다. 
 wait for : ~을 기다리다

22. ⌜주격관계대명사 + be동사 + 현재/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23.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일 때와 
관계없이 that을 쓸 수 있다. 

24. slept → sleeping

25.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를 써야 한다. 

26.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콤마(,)를 써야 
한다. 

27.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를 쓰고 who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28. ② where → which

29.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콤마와 who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30. ⓐ 관계대명사 which[that] is가 생략되었으며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가 알맞다. ⓑ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31.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와 which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32. 유리로 만들어져, 반짝이는 해변으로 특별하다.

33. ⓐ at that time : 그 당시에 ⓑ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34. ‘믿거나 말거나’를 영어로 하면 believe it or not이다

35. various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6.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37. 1967년부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나와 있으나, 해변으로 바뀌었
는지는 알 수 없다.

38.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를 쓰고,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 과거시제의 be동
사를 쓴다. 

39. It ~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 된 것이 the glass shining in the sun인, 단수이
므로 catches를 써야 한다.

40. 바다로부터 오는 파도가 남아 있는 유리를 작은 조각으로 쪼갰다.

41. Glass 해변의 ‘모래’는 사실 ‘유리’이다. 

42. ⓐ ‘치운 후, 30년 이상’이라는 의미이므로 after를 써야 한다. ⓑ 뒤에 특정기
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므로 전치사 during을 쓴다.

43. ‘빛나는 유리 조각들’을 가리킨다.

44. 흔치않게 볼 수 있는 색을 물어봤으므로, ‘만약 운이 좋다면’ 볼 수 있는 색
(gray, pink, black, yellow, red, orange)중 알맞은 답을 찾는다.

45. (A)와 ④는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① 부사적 용법(판단의 근거) 
 ②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 ③ 명사적 용법 ⑤ 형용사적 용법

46. •instead of : ~ 대신에  •plastic bag : 비닐봉지  •recycle : 재활용하다

47. unusual(독특한, 특이한) : different and not ordinary, often in a way 
that is interesting 

48. ⓑ runs → running ⓓ whom → who ⓔ were helped → helped

49. ⓐ - ㉡, ⓑ - ㉣, ⓒ - ㉠, ⓓ - ㉢으로 연결할 수 있다.

50. ⑴ ‘유리’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으므로 단수 취급한다.  
⑵ the problem was에서 보어가 필요하므로 형용사를 써야한다.

| 본문 p. 138~142

01.③  02.ⓐ across ⓑ along  03.⑤  04.④  05.④  06.④  07.④  
08.①  09.②  10.Have you heard (that) she will visit her aunt in 
France?  11.④, ⑤  12.③  13.are → is  14.Look at the window 
which is broken by Tom!  15.③  16.③  17.who was  18.②  
19.①  20.local  21.④  22.③  23.⑤  24.②  25.①  26.④  27.⑤  
28.The area was a public trash dump.  29.③  30.⑴ 보지 않을 때
는 TV를 끄는 것 ⑵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것

01. •throw a party : 파티를 열다  •throw away : 버리다

02. •come across : ~을 우연히 마주치다  •walk along : ~을 따라 걷다

03. ‘My mom said it used to be a dump site.’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04. because → why / that’s why + 결과 that’s because + 이유

05. 이수민 씨가 학교에 몇 시에 오는지는 알 수 없다.

06. 여자의 말에 ‘Really?’라며 관심을 보인 후, ‘그것에 대해 더 말해줘.’라고 말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07. ⓐ와 ④ 절약하다  ①, ②, ③ 구하다  ⑤ 모으다

08. ⓑ by + -ing : ~함으로써 ⓒ instead of + 명사(구) : ~대신에 

09.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10. 「Have you heard that + 주어 + 동사 ~?」 또는 「Have you heard about + 

명사(구) ~?」 등으로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을 수 있다.

11. 유나는 프랑스로 떠날 것이고, 남자가 유나와 함께 프랑스를 갈 것이라는 내용

은 대화에 나와 있지 않다.

12. a boy 뒤에 (who[that] was)가 생략되어 있다. wait for : 그를 기다리다

13. Minsu’s sister가 주어이므로 단수동사 is를 써야 한다.

14. 선행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나 완료일 경우는 과거분사를 쓴다. 

15.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선행사가 the work of nature이므로 which를 

쓴다.

16. ① hold → holding  ② is looking → looking  

 ④ are → is  ⑤ which → which is

17. 선행사가 사람이고 과거의 일이므로 who was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18. ‘남아 있는’의 의미를 가진 분사 형태인 remaining을 쓴다.   

break A into small pieces: A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다, 부수다 

19. ⓐ 앞뒤 문장에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므로 but이 알맞다. ⓑ 뒤 문장에 이유가 

나오므로 because of를 쓴다.

20. local은 ‘지역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21. ‘하지만 모든 유리 쓰레기를 치울 수는 없었고 그것들은 해변에서 이미 모래와 섞

여 버렸다.’라는 문장이 온 후, 해변을 폐쇄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2. from A to B : A에서 B까지 

23. ‘바로잡다, 정정하다’의 의미로 쓰인 correct는 ⑤이다. 

24. 사람들은 결국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해서 해변을 폐쇄했다.

25. 해변을 소개한 후, 해변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26.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which를 쓴다.

27. go the way back은 ‘거슬러 올라가다’의 의미를 가진다. 

28. 앞 문장에 나오는 ‘이 지역은 공공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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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to : ~까지 ⓑ put on : ~을 입다

30. 가정에서 친환경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쓴다.

| 본문 p. 143~147

01.garbage 또는 waste  02.⑤  03.②  04.④  05.④  06.⑤  07.③  
08.④  09.②  10.④  11.②  12.a picture hanging  13.⑤  14.③  
15.④  16.⑴ Mr. Smith has two sons, who are soldiers.  ⑵ Every 
student likes to play basketball, which is very interesting.  17.⑤  
18.①  19.①  20.special something → something special  21.It 
means people can throw away all kinds of garbage (here).  
22.This area remained a garbage dump until 1967.  23.④  
24.②  25.①  26.①  27.③  28.solving → to solve  29.Doing these 
things will be good for protecting the water.  30.④

01. 유의어 관계이다.

02. •instead of : ~대신에  •shut down : 문을 닫다, 폐쇄하다 
 •be interested in : ~에 관심이 있다  •throw away : 버리다

03. on sale : 할인 중인

04. 「주어 + said that ~」과 「주어 + told + 목적어 + that ~」은 주어가 한 말을 다
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전하는 표현이다.

05. 남자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는 위 대화를 통해 알 수 없다.

06. ‘우리 엄마가 그곳은 쓰레기 처리장이었다고 하셨어.’라는 말에 ‘나도 그래. 난
지 캠핑장에 가는 것이 처음이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07. ⓐ 「be동사 + -ing」의 현재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 be going to + 동사원형 : ~할 예정이다

08. ‘Did you know that ~?’은 「Have you heard that + 주어 + 동사 ~?」로 바꿔 
쓸 수 있다.

09. 감사하는 표현 다음에 ‘천만에요.’라는 의미로 ‘No problem. / You’re 
welcome.’ 등을 쓴다.

10. 남자는 신발이 할인 중인 것을 듣고 자신도 가서 하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1.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으로 선행사가 사물이고 단수이므로 which was를 
쓴다.

12.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 현재/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경
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13. Mother Teresa는 사람이므로 who를, the National Museum of Korea는 
사물/ 장소이므로 which를 쓴다. 

14. ⓐ are → is  ⓒ have → has  ⓓ waited → waiting

15. <보기> ④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①② 의문사 ③ 주격 관계대명사(한정적 용법) ⑤ 목적격 관계대명사

16. 「접속사 + 대명사」를 선행사에 따라 who 또는 which로 바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문장을 쓴다.

17. ‘John is looking at the cat running after the dog.’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18. (A) come across : ~을 우연히 발견하다  (B) come from : ~로부터 오다 

19. 모두 ‘해변’을 가리키지만 ⓐ는 ‘빛’을 가리킨다.

20.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꾸며주는 말이 뒤에 온다.

21. ‘공용 쓰레기 매립장’이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이다.

22. •remain : 계속 ~이다  •until : ~까지 

23. ‘청소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해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24. 선행사가 사물이고 셀 수 없는 명사이이므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which was를 써야 한다. 

25. ⓑ shut down: 폐쇄하다 ⓒ Over : ~이상

26.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난 후에 청소를 시작했다.   
before → after

27. because + 절 / because of + 명사(구)

28. ‘~하기 위해서’의 의미를 갖도록 to부정사를 사용한다.

29. 동명사를 주어로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30.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④가 제목으로 알맞다.

| 본문 p. 148~151

01.⑴ used to ⑵ throw away ⑶ instead of  02.error  03.⑴ 
decided to shut down ⑵ both local people and tourists ⑶ I 
am interested in water pollution  04.⑴ shines → shining ⑵ 
reads → reading ⑶ who → which  05.said (that) our team 
should work  06.Do you know (that) we can easily save water 
everyday?  07.told → told us (that)  08.⑴ I need to get some 
paper and paint. ⑵ How about going there tomorrow? ⑶ Then 
we must go there tomorrow.  09.⑴ Ms. Park told me that she 
is coming for a special writing class. ⑵ That’s why I’m telling 
you this.  10.⑴ work → worked ⑵ hold → holding ⑶ whom → 
who  11.⑴ I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ich is 
in Seoul. ⑵ I know Father, Lee, who helped poor children in 
Tonj. ⑶ A lot of tourists visit the Sydney Opera House, which 
is the symbol of Australia.  12.⑴ The girl listening to music 
under the tree is Minsu’s sister. ⑵ There was a boy waiting for 
the bus. ⑶ John is looking at the cat running after the dog.  
13. →  →  →  →   14.They moved the public dump 
to another place, and tried to clean up all the trash.  15.We 
should use paper bags (instead of plastic bags) and recycle 
used batteries.

01. ⑴ used to : (과거에) ~이었다 ⑵ throw away : 버리다 

 ⑶ instead of : ~대신에

02. error는 ‘실수, 오류’의 의미를 가진다.

03. ⑴ decide to: ~을 결정하다, shut down : 폐쇄하다 

 ⑵ both A and B : A와 B 둘 다 ⑶ be interested in : ~에 관심이 있다

04. ⑴, ⑵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 현재/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할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⑶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으로,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를 쓴다.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

05. ‘~가 …라고 말했다’라는 의미의 「주어 + said that + 주어 + 동사 ~」 구문을 

이용해 주어가 한 말인 that절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고하거나 전해줄 수 있

다. that은 생략가능하다.

06.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을 때 ‘~에 대하여 알고 있니?’라는 뜻으로 ‘Do 

you know that ~?’이라고 말할 수 있다. 

07. ‘~가 …라고 말했다’라는 의미로 「주어 + told + 목적어 + that ~」 또는 「주어 

+ said + that ~」 구문을 쓸 수 있다.

08. 화방에서 하는 세일에 대해 대화가 시작되고, 여자가 종이와 물감이 필요하다

고 하자, 남자가 함께 가자고 말하며 약속을 정하는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작하여 대화를 완성

하시오.

09. ⑴   ‘~가 …라고 말했다’라는 의미의 「주어 + told + 목적어 + that ~」 구문을 이용

해 주어가 한 말인 that절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고하거나 전해줄 수 있다. 

 ⑵ That’s why ~ : 그것이 ~한 이유이다

10. ⑴, ⑶ 선행사에 맞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고 동사를 일치시켜 준

다. ⑵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 현재/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할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11.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접속사 + 주어」를 관계대명사로 바꾼다.

12.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 현재/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경

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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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49년에 해변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상태를 설명한 후 1967년에 청소를 시

작했다는 내용이다.

14. move A to B: A를 B로 옮기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15. 윗글에 나온,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쓴다.

| 본문 p. 152

01.[예시답안] ⑴ ① Did you know that we will go on a picnic 
next week? ② I can’t wait.  ⑵ ① Have you heard that we are 
having a class party on Friday? ② It’s going to be a lot of fun.  
02.[예시답안] Let’s Stop Land Pollution! A lot of waste, such as 
plastic bags and used batteries, makes the land worse than 
before. We call it land pollution. We can do something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pollution. First, we should use paper bags 
instead of plastic bags. Second, we should recycle used 
batteries. Doing these things will be good to protect the land.

01. 빈칸 ①에는 ‘~을 들었니, 알고 있니?’라는 표현을 쓴다. ②에는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혹은 ‘It’s going to be a lot of fun.(그것은 정말 재미있

을 거야.)’와 같이 기대하는 표현을 쓴다.

02.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문장을 완성한다.

| 본문 p. 153~154

01.If you walk along the Mendocino Coast in Northern California, you 
will come across a light shining on the beach.

02.The light doesn’t come from the white sand.

03.It comes from pieces of glass.

04.Welcome to Glass Beach, which is one of the most unique beaches 
in the world!

05.This shining beach is not the work of a great artist.

06.It is the work of nature, which has changed people’s waste into 
something special.

07.The history of this unique beach goes all the way back to 1949.

08.At that time, believe it or not, the area was a public trash dump.

09.This meant that people could throw away all kinds of garbage here, 
from household trash to even old cars.

10.Of course there was a lot of glass among the trash.

11.This area remained a garbage dump until 1967. 

12.Then, the city leaders and local people found out how serious the 
problem was and began various cleanup programs.

13.They moved the public dump to another place, and tried to clean 
up all the trash.

14.But they couldn’t remove all the glass waste, which was already 
mixed into the sand on the beach.

15.They finally decided to shut down the beach, and hoped that nature 
would correct this human error.

16.Over the next thirty years, the waves from the ocean broke the 
remaining glass into small pieces.

17.The pieces are in beautiful shapes and colors.

18.At the beach sometimes you may still find pieces of waste, but it’s 
the glass shining in the sun that most often catches your eyes.

19.Today, Glass Beach is a popular place for both local people and 
tourists because of its unusual “sand.”

10
lesson 

Know Where You
Are Going

| 본문 p. 157

1.밴드  2.비어 있는  3.매우 추운  4.환경  5.해안  6.자원봉사자, 자원봉사로 
하다  7.응원하다  8.놀란  9.까치  10.길  11.경기  12.표시  13.미래  14.언
덕 꼭대기  15.플라스틱[비닐]으로 된  16.교차시키다  17.향상시키다  18.목
표  19.강설  20.가리키다

Words Test A

| 본문 p. 157

1.remember  2.seem  3.careful  4.moment  5.nest  6.pain  

7.exper ience  8. f ina l   9.proud  10. ready  11.stra ight  

12.successfully  13.ahead  14.brightly  15.testing  16.marathon  

17.stupid  18.however  19.place  20.cover 

Words Test B

| 본문 p. 157

1.더 멀리에  2.~에서 눈을 떼지 않다  3.살을 빼다  4.~을 보다  5.혼잣말하

다  6.산책을 하다  7.잠시 동안  8.그 순간에  9.몇 번의, 몇 개의  10.(시험 
삼아) ~을 해 보다  11.~을 신청하다  12.뛰어 돌아다니다  13.친구를 사귀

다  14.~로 곧장 가다  15.~에게 행운을 빌다  16.~로 덮이다  17.지나가다  

18.~에 도착하다  19.때로 한 번 씩  20.항상

Phrases Test C

| 본문 p. 159

 1.그 두 개의 길을 바라보다  2.그 나무까지 똑바른 길을 만들다  3.밝
은 미래의 징조  4.앞을 똑바로 보다  5.계속 걷다  6.비어있는 벤치에 앉
다  7.좋은 징조  8.밝게 말하다  9.우리 집 근처 큰 나무 위에  10.한 발 
앞에 다른 발을 놓다  11.그 고등학교로 걸어가다  12.놀라서 말하다

A

| 본문 p. 159

 1.go straight to its nest  2.look at the hilltop  3.know where 
you’re going  4.have a race  5.get dressed quickly  6.the first 
snowfall this winter  7.look at my feet all the time  8.point to a 
tree  9.watch your steps in life  10.feel a little proud  11.even 
more surprised  12.seem like yesterday 

B

| 본문 p. 159

 1.was covered with  2.got to  3.At that moment  4.once in a 
while  5.all the time  6.kept my eyes on  7.said to myself  8.keep 
my fingers crossed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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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61

Vocab Test A 1.⑧  2.⑥  3.⑤  4.②  5.①  6.③  7.⑦  8.④

Vocab Test B   1.niece  2.remember  3.straight  4.slowly  
5.place

Vocab Test C   1.experience  2.cross  3.straight  4.cover  
5.path

1.①  2.②  3.①  4.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 본문 p. 162~163

| 본문 p. 166~167

p.238  Listen and Speak 1
   Why not, freezing, can say that again, to save, instead of, 

with you on, telling me, say, to
p.240  Conversation
   can say, have changed, since, How, feel, do, same way, 

keep my fingers crossed, to
p.238  Listen and Speak 1
   Have, yours, So do, telling me
p.239  Listen and Speak 2
   to, finals, ready for, win, do my best, crossed, for, batting, 

home run, keep our, make a wish, score, second half
p.241  Conversation Activity Red
   Are, ready for, been trying, crossed
p.242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sign up for, Sounds like
p.243  Conversation Activity Blue
   to, to sing,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keep
p.258  Check Up
   to win, about, what, should wear, Why don’t, wear, will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what you did last night  2.where the ATM is  
3.what time it is  4.how long I should wait  5.how 
much this shirt costs  6.who made this cake  
7.why you need it

Check_Up B 1.where  2.where  3.when  4.when  5.where

| 본문 p. 170

 1.who runs  2.who can walk  3.how he did  4.where you’re  
going  5.where I’m going  6.what his dream was  7.what 
I should wear  8.where they live  9.when we took  10.how 
old Mrs, Smith is  11.when  12.where  13.when  14.where  
15.when  16.where  17.where  18.when  19.why  20.the way

A

| 본문 p. 171

 1.why you need it  2.when you were bornA

| 본문 p. 171

 1.I don’t know what it is.  2.I don’t know what my needs 
and wants are.  3.I want to know how long I should wait.

B

| 본문 p. 171

 1.Please tell me when the bank closes.  2.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3.I need to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C

| 본문 p. 171

 1.where  2.when  3.which  4.when  5.which  6.where  
7.when  8.which

D

| 본문 p. 172~173

01.⑤  02.①  03.②  04.where  05.③  06.⑤  07.③  08.④  09.⑤  
10.②  11.③  12.④  13.⑤  14.③  15.④  16.②

01.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

가 장소를 나타내므로 밑줄 친 부분은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02. 「전치사 +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

는 ‘a day’로 시간을 나타내므로 밑줄 친 부분은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03. 첫 번째 문장은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쓰이고, 두 번

째 문장은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n이 쓰인다.

04.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the city이므로 빈칸에는 관계부사 where가 적절

하다.

05. ③에는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부사 when이 쓰인다.

06. ⑤은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the year이므로 관계부사 when이 쓰여야 한

다. where → when

07.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where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이다.  

③은 ‘어디에’라는 뜻의 의문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부사이다. 

08.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when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이다. ④는 ‘언제’

라는 뜻의 의문사이다.

09. 문맥상 현금인출기의 위치를 묻는 의문사 where이 빈칸에 가장 자연스럽다.

10.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내며, 이때 동사의 수, 

시제에 유의한다.

11.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12. I need to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난 네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내며, 이때 

동사의 수, 시제에 유의한다.

13.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내며, 이때 동사의 수, 

시제에 유의한다.

14.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how long’과 같이 구로 오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하

여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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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where is it → where it is

16.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when is your birthday → when your birthday is

| 본문 p. 176~177

1.had, last night, was covered with, got dressed, looking at  
2.brightly  4.snowfall  5.aren’t you  6.feeling, proud  7.goes by  
8.when, seems like  9.At that moment, went straight  10.must  
12.breakfast, to take a walk, to, where, empty, for a while  
13.Let’s have  14.in surprise  15.answered  16.who runs faster, 
who can walk  17.pointed to, farther  18.agreed, be, careful  
19.placed, the other, looking, all the time, got to  20.even more 
surprised, had made, how he did  21.kept, on, on  22.gave 
a look at, once in a while, even better, where you’re going, 
ahead  23.ahead, to myself  24.what I should do

| 본문 p. 180~187

01.(a)gree  02.③  03.④  04.④  05.⑤  06.①  07.③  08.①  09.②  
10.①  11.②  12.⑤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①  
19.⑤  20.②  21.①, ⑤  22.⑴ why ⑵ when  23.⑤  24.④  25.③  
26.②  27.③  28.①  29.③  30.⑤  31.what she did last weekend  
32.what your hobby is / if[whether] you have it  33.②  34.⑤  
35.④  36.②  37.②  38.누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보는 경주를 하
는 것  39.⑤  40.④  41.③  42.①  43.나무까지 똑바로 길을 만든 것  
44.⑤  45.④  46.③  47.⑤  48.②, ⑤  49.Time goes by so fast  
50.⑤  51.③

01. agree : 동의하다 ↔ disagree 

02. 경험 : 일이나 하는 것, 보는 것 혹은 느끼는 것으로부터 얻는 지식 

03. •say to oneself : 혼잣말 하다  •point to : ~을 가리키다

04. •be with you on that : 그것에 대해 너에게 동의하다 
 •cheer for : ~를 응원하다  •instead of : ~대신에 

05. •nervous : 불안해하는 
 •relaxed(느긋한, 여유있는) :   feeling calm, comfortable, and not 

worried or annoyed  

06. •be covered with : ~로 덮이다  •once in a while : 이따금씩 
 •keep one’s eye on : ~에서 눈을 떼지 않다 
 •keep one’s fingers crossed for : 행운을 빌다 

07. 결승전에 진출하다

08. 밑줄 친 부분과 ① 통과하다, 건너다   
② x표 ③ 십자가 ④ 팔장을 끼다 ⑤ x표 

09. ①, ③, ④, ⑤는 행운을 비는 표현이다. ② Good for you. : 잘 됐다.

10. 그가 최고의 가수라 생각하는 A에게 동의하는 표현으로 ①이 적절하다.

11. B의 영화에 대한 견해는 A와 다르므로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 적절하다. 

12.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말에 ‘그것 참 안됐구나.’라는 응답은 어색하다. 

13. ’I don’t agree with you.(난 동의하지 않아.)’ 뒤에 나오는 문장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문맥상 어색하다. 

14. ‘Can you help me?(나 좀 도와줄래?)’라는 말 뒤에 ‘응, 뭔데?’라는 응답이 이
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keep one’s fingers crossed’는 ‘행운을 빌다’는 뜻이다. ‘Good luck! / I 
wish you all the best. / Best of wishes. / I wish you the best of luck! / 
Break a leg!’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Good job. 잘했어.

16. 여자가 말하기 대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17. go → going

18. 빈칸에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① 힘든 하루였어. 

19. 앞서 나온 happy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고등학교에 가게 되어 긴장된다는 의
미이므로 nervous가 적절하다. 

20. Same to you! : 너도!

21. 관계부사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 → in which

22. 선행사가 때(시간)이면 관계부사는 when을, 장소이면 where을, 이유이면 
why를, 방법이면 how를 쓴다.  

23. ⑤ 빈칸에는 때를 나타내는 의문사 when이 알맞고, ①③④는 장소를 나타내
는 관계부사 where이 ②는 의문사 where이 적절하다.

24. ① where → what  ② when → where 
 ③ why → where  ⑤ where → which  

25. ③은 의문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부사이다. 

26.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how old와 같이 구로 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로 취급하여 간접의문문의 어순(의문사 + 주어 + 동사)을 따른다.

27.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how many’과 같이 구로 오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
하여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

28. Do you think will he be late again? → Do you think he will be late 
again? 

29.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Do you think[believe/guess/suppose]~?’등과 함
께 쓰일 때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 쓴다.   
Do you think what that is? → What do you think that is?

30.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문장의 명사절로 사용할 때는 주어 앞에 접속사 if나 
whether(~인지)를 쓴다. 이때 시제에 주의한다.  

31.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가 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므
로  what을 그대로 쓰면 된다. 직접화법이므로 간접화법으로 전환할때 주어 변환
에 유의한다. 

3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경우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 가 
된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if[whether] + 주어 + 동사」 로 쓴다.

33. everything은 단수 취급한다. be covered with : ~로 덮이다

34. 빈칸에는 앞서 나온 말에 동의하는 표현이 와야 한다. That’s all right. : 괜찮아. 

35. ⓒ④ when  ①②③ where  ⑤ how 

36. 올해 내린 첫눈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올해 눈이 많이 왔다는 말은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37. 저건 좋은 징조임에 틀림없어. must : ~임에 틀림없다

38. 앞서 나온 문장 ‘It is a race to see who can walk straight.’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39. for a while : 잠시 동안 

40. 경주에는 누가 더 빨랐는지는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다.

41. 두 개의 발 중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로 표현한다.

42. made → had made 아빠가 나무까지 똑바로 걸어온 것이 내가 그 길을 본 것
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대과거로 써야 한다.

43. I was even more surprised to find that he had made a straight path to 
the tree. (나는 그가 나무까지 똑바른 길을 만든 것을 발견하고 더욱 놀랐다.)

44. 내용상 앞의 내용과 반대이므로 접속사 however가 알맞다.

45. keep ~ing : 계속해서 ~하다 

46. 대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 계속하고 있는 동작을 「for + 시간」과 함께 나타내
므로 과거완료 진행형인 「had been + ~ing」을 써야 한다. 

47. ⓑ⑤ 해내다 ① 벌다  ② 만들다  ③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④ (~이 어떻게 되도록) 하다

48. ② He doesn’t remember where his bag is.  ⑤ Do you know how much 
this sweater costs?

49. •go by : 지나다  •so fast : 매우 빨리 

50. ① magpie ② bright ③ empty ④ while ⑤ full 

51. ⓒ → It must be a good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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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88~192

01.②  02.①  03.⑤  04.①  05.④  06.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07.②  08.③  09.⑤  10.②  11.①  12.④  13.③  
14.if[whether]  15.②  16.②  17.⑤  18.⑤  19.③  20.④  21.①  
22.⑤  23.④  24.④  25.③  26.straight  27.⑤  28.①  29.ⓕ 
excited → exciting  30.①

01. path (길) :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고 좁은 땅 

02. •be ready for : ~을 준비하다 
 •keep one’s fingers crossed for : ~을 위해 행운을 빌다 

03. once in a while : 때로 한 번 씩

04. B는 지겨웠다고 말했으므로 A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 와야 한다. 

05. A : 고등학교에서는 더 잘했으면 좋겠어.  
B : 너도!

06. ’keep one’s fingers crossed for’는 ‘~을 위해 행운을 빌다’라는 뜻이다.

07. have butterflies in one’s stomach : 긴장하다

08.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 like이므로 do동사를 써야 한다.  
So am I. → So do I.

09. 남자는 숙제를 다 끝냈고 여자만 숙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관계부사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11. 선행사가 장소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12. ④의 where는 의문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부사이다.  

13.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는 when을, 방법이면 how를, 이유이면 why를 
쓴다. how의 경우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다.

14.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인 경우에는 「if[whether] + 주어 + 동사」 로 쓴다.

15. Can you tell me where is she going? → Can you tell me where she is 
going?

16. 의문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how old와 같이 구로 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하여 간접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

17. ① hilltop ② outside ③ proud ④ remember ⑤ forget 

18. 시간을 의미하는 선행사 the time이 있으므로 관계부사로 when이 알맞다. 
 → I remember the time when

19. •go by : 지나가다   •so fast : 매우 빠르게 

20. •fly over : ~위로 날아가다   •for a while : 잠시 동안 

21. Dad wanted me to take a walk with him. 

22. 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와 나머지는 모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
에 나온 명사를 수식한다. 

23. It is a race to see who can walk straight. 누가 똑바로 걷는지를 보는 경주
이다. 

24.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even, far, still, much 등이 있다. 

25. Therefore → However 때로 한 번씩은 아래를 봐야 하지만, 네가 어디로 가
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므로 앞 뒤 문맥상 접속사 
however가 알맞다. 

26. •straight : 똑바른  
 •look straight ahead : 앞을 똑바로 보다 

27. 아빠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다. 

28.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en이 알맞다. 
 ② where ③ why ④ where ⑤ how 

29. this exciting camping experience ‘이 신나는 캠핑 경험’이라는 뜻이므로 현
재분사로 써야 한다.

30. 앞 뒤 문장의 의미가 상반되므로 however가 알맞다. 
 •furthermore : 게다가  •consequently : 결과적으로

| 본문 p. 193~197

01.⑤  02.③  03.②  04.②  05.⑤  06.④  07.③  08.①  09.⑤  10.②  
11.⑤  12.④  13.②  14.①  15.③  16.⑴ what she is doing  ⑵ 
if[whether] she went to school today  17.ⓐ looking ⓑ feeling  
18.①  19.②  20.④  21.②, ③, ⑤  22.③  23.③  24.④  25.④  26.to 
know where you’re going  27.④  28.⑤  29.①  30.세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

01. 자원 봉사자(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 volunteer

02. keep one’s eyes on : ~에서 눈을 떼지 않다 sign up for : ~을 신청하다

03. <보기>와 ②는 ‘요점’이란 뜻으로 쓰였다.
 ① 점 ③ 점수 ④⑤ 가리키다

04.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이다. 

05. You’re telling me. : 내 말이 그 말이야.

06. 빈칸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는 표현이 와야 자연스럽다. How have you 
been? : 잘 지냈니? 

07.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말을 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누구를 응원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 다음에 Kevin에게 행운을 빌어주자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cheer for : ~를 응원하다 

10. 선행사가 the house이므로 알맞은 관계부사는 where이다.

11.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나타내며, 이때 동사의 수, 
시제에 유의한다.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12. ④의 빈칸에는 why가, 나머지는 모두 when이 알맞다.  

13.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는 when을, 장소이면 where을, 이유이면 why를, 
방법이면 how를 쓴다.  ② when → where

14.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간접의문문을 ⌜if[whether] + 주어 + 동사⌟
로 쓴다. 이때 수와 시제에 주의한다.  

15.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나타
낸다.  Can you tell me where the bank is? 

16.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나타
낸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문장의 명사절로 사용할 때는 주어 앞에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쓴다. 이때 시제에 주의한다.  

17.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 부대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분사구문으로 나타
낸다.

18. 선행사가 시간이므로 관계부사는 when을 써준다.

19. 바로 앞 문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며 시간이 빨리 흐
른다는 말과 함께 하는 말이므로 ‘마치 어제 같아’.라는 말이 알맞다.  

20. 이 문장에서는 누가 똑 바로 걷는지를 보는 경주라는 내용이므로 의문사 who
가 알맞다. 의문사 who가 주어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바로 뒤에 동사 can walk
를 쓴다.

21. 선행사가 장소이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알맞다. 관계부사 where는 「전치사 
+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22.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가 경주의 목적지이다. 

23. ⓐ 부사절 접속사 when(~할 때) ⓑ 의문사 how ⓒ 의문사 where

24. once in a while : 때로 한 번씩

25. ‘그것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는 말은 전체적인 문맥상 불
필요하다. 

26. ‘to know where you’re going’이 이 문장의 진주어이다.

27. 선행사가 장소(a famous bridge)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28.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는 when을, 장소이면 where을, 이유이면 why를, 
방법이면 how를 쓴다.  how → where 

29. 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보
어 역할)이다.

30. people in need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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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98~201

01.(s)traight  02.for  03.⑴ with  ⑵ at  ⑶ by  04.[예시답안] That’s 
exactly what I think. / I agree (with you). / Same here. / I’m with 
you (on that). / I couldn’t agree more. 등  05.[예시답안] I don’t  
agree with you. / I don’t think so. / I disagree. / I’m against 
it. 등  06.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 Good luck! / I 
wish you all the best. / Best of wishes. / Break a leg!  07.where 
there is a beautiful temple  08.January 1st is the day when the 
new year begins.  09.the way I solved the math problem  10.⑴ 
where he works ⑵ who the lady is  11.where she went during 
summer vacation  12.where the post office is / if[whetere] you 
want to eat it  13.⑴ What do you think she said?  ⑵ Where do 
you guess they are from?  14. -  -  -   15.ⓐ, 앞을 똑바로 
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라.

01. 똑바른, 굽지 않은 : straight(똑바른)

02. for: ~을 위해 sign up for: ~을 신청(가입)하다 

03. ⑴ be covered with:~로 덮이다 ⑵ look at: 바라보다 ⑶ go by: 지나가다

04.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을 쓴다.

05.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을 쓴다.

06. keep one’s fingers crossed’는 ‘행운을 빌다’는 뜻이다. ‘I wish you the best 

of luck! / Break a leg!’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07. 나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는 산에 오를 것이다.  

선행사가 장소(the mountain)이므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08. 선행사가 시간(the day)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사용한다. 

09.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와 함께 쓰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는 관계부사 how를 

생략하고 the way를 써야 조건에 맞는다. 

10.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가 된다.

11.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 가 된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므로 where를 그대로 쓰면 된다.   

“난 그녀가 여름 방학동안 어디를 갔는지 물었다.”

1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경우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가 

된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if[whether] + 주어 + 동사」로 쓴다.

13.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Do you think(believe/guess/suppose)~?’등과 함

께 쓰일 때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 쓴다.

14. 아빠가 먼저 나무에 도착해 계신 것과 똑바른 길을 만드신 것에 대해 놀라고 방

법을 물은 후 아빠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순서로 배

열해야 한다.

15.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므로 ⓐ가 적절하다.

| 본문 p. 202

01.[예시답안] ⑴ I agree with having homework. We can 
understand better what we learn from school by doing 
homework. Homework also helps us prepare for tests and go 
over work that we did at school. So I think homework should 
exist.  ⑵ I agree that mobile phones should be allowed to 
kids. If some accidents happen, kids can call their parents. 
They can contact with their parents any time if they have 
mobile phones. I think it’s helpful for kids to carry mobile 
phones.  ⑶ I agree that we need a longer summer vacation. I 

think most students are really busy. We have a lot of stress on 
our shoulders. So we need a longer summer vacation to relax. 
A longer vacation also allows us to be with our friends and 
family more often.  02.[예시답안] (I remember) the day when 
I went an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s. The amusement 
park where we visited is out of our town. There were full of 
rides, fun games, and delicious foods. We rode many exciting 
rides, and ate fast food. We also took a lot of pictures. It was 
really fun! 

01. ⑴   Students should have  homework assignments.   

(학생들은 숙제를 해야 한다.)  

 ⑵   Mobile phones should  be allowed to kids.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허용되어야 한다.)  

 ⑶   School should have a  longer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은 더 길어야 한다.)

02.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는 when을, 장소이면 where을, 이유이면 why를, 

방법이면 how를 쓴다.

| 본문 p. 203~204

01.We had snow last night. Everything was covered with snow.

02.I got dressed quickly and went outside.

03.Dad was already there, looking at the hilltop.

04.“Good morning, Dad,” I said brightly.

05.“Hi, Minsu,” he said, “You’re early this morning.”

06.“This is the first snowfall this winter,” I said.

07.“You’re right,” he said, “You’re going to be a high school student in 
March, aren’t you?”

08.“Yes, I am,” I said, feeling a little proud.

09.“Time goes by so fast,” said Dad. 

10.“I remember the time when I was your age. It seems like yesterday.”

11.At that moment a magpie flew over and went straight to its nest in a 
tall tree near our house.

12.“It must be a good sign,” I thought.

13.“A sign of a bright future for me and my family.”

14.After breakfast, Dad wanted me to take a walk with him.

15.So we walked to the high school where I would be a new student in 
March.

16.We sat on an empty bench and talked for a while.

17.“Let’s have a race, Minsu,” said Dad.

18.“A race with you?” I said in surprise.

19.“Yes, Minsu,” answered Dad. 

20.“But this is not a race to see who runs faster. It is a race to see who 
can walk straight.”

21.He pointed to a tree a little farther away.

22.I liked the idea and agreed. 

23.“I’ll be very careful,” I thought.

24.The race began. 

25.I placed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looking at my feet all the time.

26.When I got to the tree, I was surprised to see that Dad was alread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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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I was even more surprised to find that he had made a straight path 
to the tree.

28.I asked him how he did it.

29.He said, “I kept my eyes on the tree and walked on. I didn’t think 
much about my feet.”

30.Dad gave a look at the two paths, and said “It is good to watch your 
steps in life. You must look down once in a while. 

31.However, it is even better to know where you’re going, and most of 
the time you should look straight ahead.”

32.“Look straight ahead, and know where I’m going,” I said to myself.

33.“That is just what I should do in high school,” I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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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Less than twenty years ago, it was dangerous to visit here because 
of the bad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people.

04.But the Good Friday Agreement in 1998 has brought peace to 
Belfast.

05.Now it’s one of the safest cities in the U.K.

06.I’d like to introduce some great places of Belfast.

07.When in Belfast, first go to Belfast Castle.

08.It looks out over the city and Belfast Lough.

09.You can enter the castle for free.

10.There are some nice restaurants inside.

11.If you want to have a unique experience, don’t miss the chance to 
have a meal in a castle!

12.If you’re lucky, you may see some wedding couples there.

13.Next, how about looking around St. George’s Market?

14.It’s one of the top 5 U.K. markets.

15.The main market is on Friday morning.

16.Over 240 market stands sell fresh fish, fruit, vegetables, and so on.

17.It is also open on Saturdays.

18.At this time you can buy several kinds of local foods like coffee, 
cakes, and bread.

19.If you’re there on Saturday, please try the Irish soda bread.

20.It’s delicious.

21.The peace lines are the top ‘must-see’ in Northern Ireland.

22.They are a series of separation walls built in several cities, including 
Belfast, to separate the Catholics and the Protestants.

23.In recent years they have become popular places to visit.

24.Black taxis now take groups of tourists around Belfast’s Peace 
Lines.

25.Taking this taxi tour, you can see many political pictures, and write 
down your peace messages on the wall.

26.Did you know that the famous Titanic was born in Belfast?

27.She was built in the Belfast shipyard in 1911.

28.Actual ship building in the yard has stopped.

29.Now, a new six-story memorial building, Titanic Belfast, stands right 
next to the shipyard.

30.Inside this building, you will see, hear, and experience the Titanic 
story.

31.If you choose only one thing to see outside of Belfast, make it the 
Giant’s Causeway.

32.It’s an area of shoreline containing about 40,000 stone columns.

33.The columns were produced by volcanic activity 60 million years 
ago.

34.The name, Giant’s Causeway, is from a myth about a giant who built 
a stone bridge to Scotland.

35.The columns we see are the remains of that bridge.

36.Try walking on the six-sided stones.

37.It’s a little dangerous but very interesting.

Welcome to Belfast
7

| 부록 p. 1

Across  2.introduce  5.instead  6.memorial  7.ancient
Down 1.volcanic  3.unique  4.local  6.myth

1 Vocabulary 

| 부록 p. 1

 1.20년 전만 해도  2.16살 학생  3.1층에 있다  4.성 안에서 식사

하다  5.벽에 있는 구멍  6.관광객 그룹들  7.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  
8.박물관 맞은편에  9.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다  10.County Down에

서 내리다  11.벨파스트에 평화를 가져다주다  12.그 다리의 잔해물들

 1.how to get to the bank  2.can’t miss it  3.become 
popular places to visit  4.walk for 5 minutes  5.in recent 
years  6.on its six-sided stones  7.in Irish English  8.have a 
unique experience  9.have been there once  10.on the sign  
11.between the local people  12.where the nearest bank i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7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 E, A, D, B, C  02 E, D, C, B, A  03 B, C, D, E, A  04 C, A, B, D, E  

05 D, E, A, B, C  06 E, B, A, D, C  07 B, D, C, E, A  08 B, E, C, A, D  

09 C, B, E, A, D  10 C, D, B, A, E

2 Intermediate
01 A, G, C, D, F, B, E, H  02 G, B, F, D, A, C, E, H  03 C, G, D, H, F, A, B, 

E  04 D, C, E, F, H, G, B, A  05 C, G, F, H, D, B, E, A  06 D, C, A, B, G, H, 

E, F  07 B, G, A, F, D, H, E, C  08 C, E, F, G, D, B, H, A  09 F, E, D, G, C, 

H, A, B  10 B, F, G, A, H, E, D, C

3 Advanced
01 in, Less, dangerous, because, bad, has, peace, of  02 to, places, in, 

go, out, city, can, for  03 some, restaurants, If, miss, you’re, may, some, 

couples  04 how, looking, It’s, main, morning, sell, vegetables, on  

05 is, this, several, like, bread, there, bread, delicious  06 lines, top, in, 

separation, built, several, including, and  07 they, become, now, groups, 

tourists, this, can, write  08 that, built, ship, yard, stands, shipyard, 

this, will  09 thing, outside, it, shoreline, about, stone, volcanic, ago  

10 name, myth, who, bridge, remains, on, little, interesting

4 Master

01.Hello, everyone!

02.I’m Linda, a sixteen-year-old student living in Belfast, Northern 
Ireland.

앙콜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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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el’s 9th Birthday Wish
8

| 부록 p. 8

Across 5.campaign  6.donation  7.instead  8.celebrate
Down 1.accident  2.imagine  3.wish  4.found

1 Vocabulary 

| 부록 p. 8

 1.Rachel을 기리기 위해  2.나에게 선물들을 주는 것 대신에  3.이전

과 같지 않게  4.100만 달러 이상  5.한 웹 페이지를 열다  6.그녀의 목
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다  7.그녀의 아홉 번째 생일까지 300달러를 
모으다  8.더 많은 돈을 모으다  9.그녀의 웹 페이지를 다시 열다  10.기
부하는 것을 멈추다  11. 기부에 대해 생각하다  12.그녀의 목표에 대해 
쓰다

 1.a little girl called Rachel  2.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3.bring clean drinking water  4.celebrate my 
birthday  5.check how the money was spent  6.die in a car 
accident  7.donate to my campaign  8.every penny of the 
money raised  9.everyone I know  10.go directly to fund 
clean water project  11.hear about her story  12.in developing 
countrie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9~16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 E, A, D, B, C  02 E, B, D, A, C  03 A, B, C, D, E  04 C, B, E, A, D  

05 D, C, E, B, A  06 C, D, A, E, B  07 C, D, A, B, E  08 A, D, E, C, B  

09 D, B, A, C, E  10 D, A, E, C, B  11 C, D, B, E, A  12 A, E, D, B, C  

13 E, C, D, A, B  14 C, D, A, B, E

2 Intermediate
01 A, B, H, C, G, E, F, D  02 C, G, E, D, F, A, H, B  03 F, E, C, H, D, B, A, 

G  04 F, D, G, A, C, H, B, E  05 H, D, A, E, C, G, B, F  06 G, D, H, F, E, C, 

B, A  07 C, F, B, G, D, H, E, A  08 A, B, E, G, F, D, H, C  09 E, B, F, H, G, 

C, A, D  10 A, D, C, H, B, F, E, G  11 E, B, A, G, H, D, F, C  12 H, F, G, E, 

D, B, A, C  13 H, F, A, E, G, B, D, C  14 B, A, F, D, H, E, G, C

3 Advanced
01 little, girl, page, was, wanted, drinking, wrote, on  02 millions, their, 

because, they, clean, So, celebrating, like  03 everyone, campaign, 

giving, presents, penny, fund, water, in  04 to, how, money, spent, 

locations, be, raise, about  05 By, page, was, closed, that, it, satisfied, 

on  06 one, in, In, reopened, and, to, get, donated  07 stop, last, closed, 

much, than, one, million, wish  08 called, was, birthday, wanted, help, 

water, villages, about  09 out, of, to, their, not, water, like, before  10 to, 

campaign, instead, of, giving, penny, clean, water  11 able, check, 

when, of, clean, projects, Please, think  12 raised, mom, said, was, 

success, that, to, money  13 died, this, about, her, people, reopened, 

planned, of  14 reached, people, was, much, raised, happened, 

because, birthday

4 Master

01.In May of 2011, a little girl called Rachel opened a web page. 

02.Its goal was to raise $300 by her 9th birthday.

03.She wanted to help bring clean drinking water to children in African 
villages. 

04.She wrote about her goal on her web page.

05.On June 12th 2011, I’m turning 9.

06.I found out that millions of children don’t live to see their 5th 
birthday. 

07.Why not? 

08.It’s because they don’t have clean and safe water. 

09.So I’m celebrating my birthday like never before. 

10.I’m asking everyone I know to donate to my campaign instead of 
giving me presents for my birthday. 

11.Every penny of the money raised will go directly to fund clean water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12.Everyone will be able to check how the money was spent when the 
projects finish. 

13.Photos and the locations of the clean water projects will be posted.

14.My goal is to raise $300 by my birthday, June 12, 2011. 

15.Please think about donating. Thank you so much!!!

16.By Rachel’s birthday, $220 was raised and the page was closed. 

17.Her mom said that it was a success. 

18.But she wasn’t satisfied. 

19.She told her mom that she wanted to raise more money on her 10th 
birthday. 

20.Unfortunately, about one month after her 9th birthday, Rachel died 
in a car accident.

21.After this, many people heard about her story. 

22.In Rachel’s honor, these people reopened her web page and 
planned to get to her goal of $300. 

23.A lot of people donated money. 

24.Her goal was reached, but people didn’t stop donating. 

25.On the last day of September 2011, her web page was closed 
again.

26.How much money was raised? 

27.It was more than one million dollars. 

28.A great thing happened 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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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Beach
9

| 부록 p. 17

Across   4.unusual  6.error  7.decide  8.dump
Down 1.tourist  2.correct  3.various  5.local

1 Vocabulary 

| 부록 p. 17

 1.이 독특한 해변의 역사  2.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 알게 되다  
3.모든 유리 쓰레기를 치우다  4.그 해변을 폐쇄하다  5.인기 있는 장소  
6.쓰레기 조각을 발견하다  7.온갖 종류의 쓰레기  8.유리 조각들  9.가장 
독특한 해변 중 하나  10.그 하얀 모래로부터 오다  11.한 위대한 예술가

의 작품  12.공공 쓰레기 매립장

 1.a light shining on the beach  2.change people’s waste 
into something special  3.among the trash  4.remain a garbage 
dump  5.the city leaders and local people  6.begin various 
cleanup programs  7.try to clean up all the trash  8.correct this 
human error  9.over the next thirty years  10.break the remaining 
glass into pieces  11.move the public dump to another place  
12.believe it or not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8~23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 A, E, C, B, D  02 A, D, B, C, E  03 A, C, D, E, B  04 E, B, A, C, D  

05 C, A, D, B, E  06 C, A, E, B, D  07 A, D, E, B, C  08 B, A, C, E, D  

09 B, C, D, E, A  10 D, A, B, E, C  11 E, A, B, C, D  12 E, A, C, D, B  

13 A, E, B, C, D  14 C, E, D, B, A

2 Intermediate
01 B, A, F, C, E, D, H, G  02 D, B, G, H, E, F, C, A  03 A, D, E, H, C, F, G, 

B  04 B, C, G, D, A, H, E, F  05 H, F, G, D, E, B, C, A  06 A, F, D, G, C, H, 

E, B  07 F, A, D, H, C, E, B, G  08 B, G, A, C, H, D, F, E  09 H, D, G, E, A, 

B, F, C  10 E, F, D, C, B, H, A, G  11 C, F, B, A, E, D, H, G  12 B, E, C, H, 

A, F, D, G  13 D, C, E, F, B, H, A, G  14 B, E, A, F, D, C, H, G

3 Advanced
01 walk along, on, light, from, It, pieces of  02 is, beach, work, has 

changed people’s waste, special  03 beach, back, believe, or, kinds, 

here, household, even  04 course, of, among, remained, garbage, 

until, found, cleanup  05 dump, clean, all, trash, But, remove, glass, 

on  06 shut, that, correct, human, thirty, broke, are, colors  07 beach, 

pieces, shining, catches, Glass, popular, because, unusual  08 along, 

in Northern, across, from, white, comes, pieces  09 Beach, which, 

beaches, great, work of nature, waste  10 goes, that, public, away, 

kinds of, household, cars  11 among, trash, area remained, until, 

leaders, serious, cleanup  12 another, clean, all, But, remove, waste, 

which was  13 shut, hoped, human, from, remaining, pieces, beautiful, 

colors  14 still, waste, that, often, place, both, because, unusual

4 Master

01.If you walk along the Mendocino-Coast in Northern California, you 
will come across a light shining on the beach.

02.The light doesn’t come from the white sand.

03.It comes from pieces of glass.

04.Welcome to Glass Beach, which is one of the most unique beaches 
in the world!

05.This shining beach is not the work of a great artist.

06.It is the work of nature, which has changed people’s waste into 
something special.

07.The history of this unique beach goes all the way back to 1949.

08.At that time, believe it or not, the area was a public trash dump.

09.This meant that people could throw away all kinds of garbage here, 
from household trash to even old cars.

10.Of course there was a lot of glass among the trash.

11.This area remained a garbage dump until 1967. 

12.Then, the city leaders and local people found out how serious the 
problem was and began various cleanup programs.

13.They moved the public dump to another place, and tried to clean 
up all the trash.

14.But they couldn’t remove all the glass waste, which was already 
mixed into the sand on the beach.

15.They finally decided to shut down the beach, and hoped th at 
nature would correct this human error.

16.Over the next thirty years, the waves from the ocean broke the 
remaining glass into small pieces.

17.The pieces are in beautiful shapes and colors.

18.At the beach sometimes you may still find pieces of waste, but it’s 
the glass shining in the sun that most often catches your eyes.

19.Today, Glass Beach is a popular place for both local people and 
tourists because its unusual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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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정답과 해설

Know Where You Are 
Going

10

| 부록 p. 24

Across   3.nervous  4.experience  7.environment  8.cover
Down 1.agree  2.straight  5.path  6.cross

1 Vocabulary 

| 부록 p. 24

 1.그것의 둥지로 곧바로 가다  2.언덕 꼭대기를 보다  3.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다  4.시합을 하다  5.재빨리 옷을 입다  6.이번 겨울에 
처음 내린 눈  7.줄곧 내 발을 쳐다보다  8.나무 하나를 가리키다  9.인생

에서 너의 발걸음을 살펴보다  10.약간 자랑스럽게 느끼다  11.훨씬 더 놀
란  12.마치 어제인 것 같다

 1.give a look at the two paths  2.make a straight path to the 
tree  3.a sign of a bright future  4.look straight ahead  5.walk 
on  6.sit on an empty bench  7.a good sign  8.say brightly  9.in 
a tall tree near our house  10.place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11.walk to the high school  12.say in surprise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5~32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 B, D, E, A, C  02 C, E, B, A, D  03 D, A, B, C, E  04 C, B, D, E, A   

05 E, B, A, D, C  06 C, E, B, D, A  07 C, E, A, B, D  08 C, E, D, B, A  

09 C, A, E, B, D  10 B, E, A, C, D  11 A, B, E, D, C  12 C, D, B, E, A  

13 B, E, D, C, A  14 E, B, D, C, A  15 C, D, B, E, A  16 E, D, A, B, C  

17 B, E, A, C, D  18 E, D, C, B, A

2 Intermediate
01 A, F, H, G, B, C, D, E  02 F, G, E, C, B, D, A, H  03 B, H, D, G, A, E, F, 

C  04 E, D, F, A, B, C, G, H  05 D, G, H, E, F, B, A, C  06 F, A, G, B, H, E, 

D, C  07 H, C, B, F, E, D, A, G  08 D, H, E, B, F, C, G, A  09 C, B, G, H, D, 

F, A, E  10 E, C, H, D, A, F, G, B  11 A, D, H, B, F, C, E, G  12 F, E, C, B, D, 

H, G, A  13 C, G, B, D, F, A, E, H  14 D, G, H, B, E, A, C, F  15 B, G, D, A, 

H, F, E, C  16 C, B, F, D, E, G, H, A  17 G, A, H, B, E, C, F, D  18 E, G, C, 

B, H, D, A, F

3 Advanced
01 night, was, got, quickly, went, already, looking, Dad  02 early, said, 

going, student, aren’t you, feeling, little  03 your, seems, that, in, tall, It, 

be, family  04 me, take, So, walked, new, in, empty, talked  05 have, 

surprise, race, who, faster, is, see, can  06 to, tree, farther, idea, 

thought, one, in, all  07 was, that, even, find, made, how, on, much  

08 to, look, in, is even, to know, should  09 straight ahead, know, going, 

is, what, school, thought  10 was, snow, dressed quickly and, already, 

hilltop, said  11 early, snowfall, said, be, student, aren’t, little proud  

12 when, It, like, moment, over, straight, near, family  13 to, So, high, 

would be, on, empty, for  14 with, surprise, not, faster, It, to see who  

15 pointed to, a little farther, placed, in, looking  16 tree, was, even, 

had, tree, kept, on, much  17 at, It, to watch, down, better, should, 

ahead  18 straight ahead, where, going, to, is, do, thought

4 Master

01.We had snow last night. Everything was covered with snow.

02.I got dressed quickly and went outside.

03.Dad was already there, looking at the hilltop.

04.“Good morning, Dad,” I said brightly.

05.“Hi, Minsu,” he said, “You’re early this morning.”

06.“This is the first snowfall this winter,” I said.

07.“You’re right,” he said, “You’re going to be a high school student in 
March, aren’t you?”

08.“Yes, I am,” I said, feeling a little proud.

09.“Time goes by so fast,” said Dad. 

10.“I remember the time when I was your age. It seems like yesterday.”

11.At that moment a magpie flew over and went straight to its nest in a 
tall tree near our house.

12.“It must be a good sign,” I thought.

13.“A sign of a bright future for me and my family.”

14.After breakfast, Dad wanted me to take a walk with him.

15.So we walked to the high school where I would be a new student in 
March.

16.We sat on an empty bench and talked for a while.

17.“Let’s have a race, Minsu,” said Dad.

18.“A race with you?” I said in surprise.

19.“Yes, Minsu,” answered Dad. 

20.“But this is not a race to see who runs faster. It is a race to see who 
can walk straight.”

21.He pointed to a tree a little farther away.

22.I liked the idea and agreed. 

23.“I’ll be very careful,” I thought.

24.The race began. 

25.I placed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looking at my feet all the time.

26.When I got to the tree, I was surprised to see that Dad was already 
there.

27.I was even more surprised to find that he had made a straight path 
to the tree.

28.I asked him how he did it.

29.He said, “I kept my eyes on the tree and walked on. I didn’t think 
much about  my feet.”

30.Dad gave a look at the two paths, and said “It is good to watch your 
steps in life. You must look down once in a while. 

31.However, it is even better to know where you’re going, and most of 
the time you should look straight ahead.”

32.“Look straight ahead, and know where I’m going,” I said to myself.

33.“That is just what I should do in high school,” I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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