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 이 옷감은 천연(natural) 섬유로 만들어졌다. • 북악산은 방문
객들에게 경탄할 만한 자연의(natural) 아름다움과 문화적 자산
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02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포함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 또
한 권고된다. <영영풀이> ‘다리가 구부러지는 관절’의 의미로 
‘knee(무릎)’가 적절하다.

03  ‘외국에 있거나 외국으로 가는’의 의미로 ‘abroad(해외에, 해외
로)’가 적절하다. ‘aboard’는 ‘(배·항공기·열차·버스 등을) 타
고’의 의미이다.

04  ‘자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또는 많은 장소에서 일어나는’의 의
미로 ‘common(흔한)’이 적절하다.

05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06  (A) 그녀는 네 명의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 모두로부터 
‘합격’을 얻었습니다. (B) 그들은 요한 바흐, 게오르그 헨델, 그리
고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음악을 추천합니다.

07  유의어 관계다. 풍경 : 제안하다
08  너한테서 멋진 생일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 ‘~을 기대하
다’는 ‘look forward to+동명사’를 쓴다.

01  (1) 그는 세상을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 찬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길 
희망합니다. (2) 아처 교수는 여러분의 삶에서 좋고 긍정적인 것
을 보라고 제안합니다. (3) 이 행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모든 형
태의 예술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을 가르칩니다. (4) 뉴질랜드는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야생동물로 유명한 나라

01 ③   02 knee   03 ④ 04 ② 

05 be covered with 06 ①  

07 suggest 08 ⑤

p.08

Meet the World

6

pp.8~12

01  ⑴ filled   ⑵ suggests   ⑶ appreciate    

⑷ landscape

02  waterfall(s)

03  ⑴ throughout   ⑵ confused   ⑶ wildly   

⑷ hot spring

04  ⑴ length, 길이   ⑵ north, 북쪽   ⑶ rival, 경쟁자   

⑷ wedding, 결혼식

05 tradition(s), traditional

p.09

이다.
02   나이아가라 폭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폭포입니다.
03   (1) throughout: 도처에 (2) confused: 혼란스러워 하는 (3) 

wildly: 거칠게 (4) hot spring: 온천
04   (1)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 (2) 일출
을 바라볼 때 당신의 왼쪽에 있는 방향 (3) 다른 사람과 같은 목
적이나 목표를 위해 경쟁하는 사람 (4) 결혼식과 그에 따르는 식
사나 파티와 같은 축하 행사

05   • 한국은 훌륭한 문화와 독특한 전통(tradition)을 가진 아
름다운 나라입니다. • 그것은 “이열치열”이라는 전통적인
(traditional) 방법이야. 명사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적절
하다.

Listen & Speak 1 A

1.  Let’s talk, other / what a kilt is / traditional clothing, 

looks like, knee-length, plaid pattern / with / unique 

because / interesting, to try, on

2.  about, prepare / famous / popular, dish / What, look like / 

fried, with / interesting. Let’s prepare

Listen & Speak 2 A

1.  arrived in / looking forward to / suggest, visit / the 

highest, in a lot of / fantastic view / sounds

2.  invited, potluck / know, share / recommend that / 

p.14~15

p.10~11

1  let’s talk about what we will prepare for the World 

Food Festival 

2 visit

p.12

1 T 2 F 3 T 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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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take, How / spicy, to carry / for

Real Life Talk

Can you tell me about / a few years ago. First, let’s / 

What food, famous for / The most famous, filled with, 

melted / suggestion, that are popular / suggest, 

Independence, history / information / pleasure

Wrap Up

Welcome, capital, popular dish, lots of, beaches

01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I 
suggest (that)+주어+(should)+동사원형’을 사용한다.

02  B의 대답으로 보아 여행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t’s talk about ~.(~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
다.)’라는 주제를 소개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03  ‘인도를 방문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나는 우리
가 그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04  ‘Let’s talk about ~.(~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는 주제를 
소개하는 표현이다.

01 suggest, visit 02 ④ 03 ② 

04 ⑤

시험대비 기본평가 p.16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it is a skirt for men 06 ②

07  the highest mountain in Hong Kong and is in a lot 

of movies 

08 visit Victoria Peak, enjoy the fantastic view  09 ④

p.17~18

01   질문: 필라델피아에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는 어디인
가?

02  ‘명사, who/which ~’에서 ‘who/which ~’는 앞에 오는 명사
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접속사+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3  동사 ‘suggest(제안하다)’ 다음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고 ‘that’절에서는 조동사 ‘should’를 쓰는데, 
이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사용하여 ‘I suggest (that)+주어
+(should)+동사원형 ~.’의 구문으로 나타낸다.

04  ‘Let’s talk about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를 이용하여 
영작한다.

pp.8~12

01  It is Independence Hall.

02  I suggest you visit Independence Hall, which is 

very important in American history.

03 I suggest you take some Korean food.

04  ‘Let’s talk about traditional clothing from other 

countries.

p.19

01  Jessie가 몇 년 전에 거기에 갔었다는 말을 한 다음 ‘먼저 음식
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그 
도시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02  독립 기념관이 Andy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내용은 대화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03  포틀럭 저녁 모임에 나를 초대했다는 말에 이어서 → (C) ‘the 
dinner’가 ‘a potluck dinner’를 받는 명사로 이어지고→ (B) 
가져갈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고 → (A) 김밥을 추천한
다. 마지막으로 (D) 긍정의 대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학생들은 다섯 살에 학교에 간다는 B의 대답으로 보아 영국의 
학교생활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는 ②가 자연스럽다.

05  남자를 위한 치마이기 때문에 킬트가 독특하다.

06  단수 주어인 It 다음에 looks와 병렬 관계인 단수 동사 has가 
되어야 한다.

07  ‘the 최상급+단수 명사’ 형태로 정관사 ‘the’를 추가하고, ‘high’
는 ‘highest’로 변형시킨다.

08  Mike와 그의 어머니는 빅토리아 피크를 방문하고 홍콩의 환상적
인 경관을 즐길 것이다.

09  ④번은 ‘어느 나라를 조사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라는 말에 ‘그
러고 싶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기대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
색하다.

p.20~21

1 ⑴ which ⑵ which ⑶ which

2  He was sad not to be invited to the party.

01  ③ 02 ⑤ 03  ④ 04  ⑤

시험대비 기본평가

01   ‘접속사+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앞에 콤마가 있
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된다.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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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that → which, ⓒ which → who, ⓓ speak → 

speaks 또는 spoke, ⓔ which → that 또는 생략 또는 

in which, ⓕ where → which 또는 lived in → lived

02 ③ 03 who you have already heard about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9 ④ 

10 She goes there to feed the cats. 11 ④

12 ④ 13  ④ 14 ① 15 ②

p.23~25

01   ⓑ 선행사는 the lecture of the professor Potter인데 계
속적 용법이므로 that은 쓸 수 없다. ⓒ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 ⓓ 선행사 a parrot이 단수이므로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
도 일치시킨다. ⓔ the way+that[in which] ⓕ 전치사 in이 
있으므로, where를 which로 고치거나 in을 생략한다.

02  ③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부사적 용법이다.

03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선행사 The Maori people을 
받아 who로 시작하여 about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빈칸은 모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이다. 
문장의 선행사는 각각 (A) 앞 문장 전체, (B) Wellington, 
(C) someone이다.

05  ①, ②, ③번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⑤번은 동사의 수의 일치가 부적절, ① that → which, ② who 
→ which, ③ of which → which, ⑤ come → comes

06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쓴다. not to see는 
in order not to see 또는 so as not to see로도 표현 가능하다.

07  be동사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to부정사가 결합하면, ‘감
정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데, be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이 오면, 
‘~한다면’의 뜻이 되어, ‘조건’의 용법으로 쓰인다. ②의 경우, ‘be 
heard to say’ 형태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다’는 내용

pp.8~12

01 ⑴  The Maori people dance to scare the enemy.

 ⑵  Dolphins come up to the surface to breathe.

 ⑶ She must be unwise to believe the word.

 ⑷  The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will be glad to 

hear the word.

 ⑸ Jiho’s room is not easy to clean.

 ⑹ Simcheong was pleased to see her father again.

02 ⑴  George Washington is widely known for the 

episode of his honesty, which was not true.

 ⑵  Sumin fell in love with Brian, who met her only 

twice.

 ⑶  The Maori people were so good at haka 

dancing, which made the visitors also dance 

with excitement.

 ⑷  I added some more hot sauce into the food, 

which made my mom upset.

p.26~27

이 되므로 옳지 않다.

08  ① 내가 삼촌에게 수리를 맡겼고, ‘삼촌이 차를 수리한 것’이 선
행사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09   ④ 내용상 ‘코로나 전염병이 발발한’ 2019년을 선행사로 받
는 관계대명사이므로, 관계대명사 앞에 in이 있어야 한다. 
basketball court와는 무관하다. which를 in which 또는 관
계부사 when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엄마가 미주에게 미나가 공원에 매일 가는 이유를 물었고,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
법을 활용한다. 3인칭 단수 현재시제이므로 go를 goes로 하는 
것에 유의한다.

11  주어진 문장의 to threaten과 ④번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① 명사적 용법 ② 부사적 용법의 ‘결과’ ③ 부
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⑤ 가주어 It과 함께 쓰인 진주어로 명사
적 용법 *threaten: 위협하다

12  주어진 문장의 to watch와 ④번은 부사적 용법의 ‘판단의 근거’
로 쓰였다. ‘적은 마오리 전사들의 하카 동작들을 보고 두려웠음
에 틀림없다’ ① 부사적 용법의 ‘목적’ ② 부사적 용법의 ‘결과’ 
③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이유, 원인’ ⑤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 
수식’(아기 고양이들을 덮어 줄 어떤 것)

13  주어진 문장의 to learn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④만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 이유’이다.

14  주어진 문장의 to scare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다. ①만 형용사적 용법(명사 수식)으로 사용되었다.

15  옳은 문장은 ⓐ, ⓔ 2개이다. ⓑ who → which, ⓒ and who 
→ who, 또는 and who → and she ⓓ who → which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02   ① 부사적 용법(목적) ② 부사적 용법(목적) ③ 부사적 용법(감
정의 원인) ④ 부사적 용법(판단의 근거) 조동사 must는 ‘~임
에 틀림없다’는 의미로 판단에 쓰인다. ⑤ 명사적 용법(목적어)

03  who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는 사람인 the 
boy이다. 콤마 뒤에 접속사 and와 주어로 대명사 he로 바꿔 쓸 
수 있다.

04  <보기>는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이다. ①, ② 부사적 용법
(목적) ③ 명사적 용법(목적어) ④ 부사적 용법(판단의 근거) 
조동사 can’t는 ‘~일 리 없다’라는 의미로 ‘판단’에 쓰인다. ⑤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

4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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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⑴  Jack walked to school to save some money.

 ⑵  Caroline exercises hard every day to lose 

weight.

 ⑶  Potter was surprised to watch the news.

 ⑷  Angela woke up to find herself alone in the 

dark.

 ⑸  Sam must be happy to meet her old friend.

04  Jisoo’s parents volunteered to serve the meal during 

lunchtime, which made her feel proud.

05  ⑴ My grandma exercises every day to keep healthy.

 ⑵  She was pleased to receive thank-you notes from 

her neighbors.

 ⑶ Sandra went to the river to catch some fish.

 ⑷ The stone was too heavy for me to lift.

 ⑸ You need ice and sugar to make Bingsu. 

 ⑹  The problem was impossible for Peter to solve 

in an hour.

 ⑺  A lot of firefighters ran into the woods to 

rescue the koalas.

06 ⑴  that → which  

 ⑵ who → which 

 ⑶  who → which

07  we learned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01   (1)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다. (2) to부정사의 부
사적 용법 중 ‘목적’이다. ‘~로 올라오다’는 come up to로 표현
한다. (3)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판단의 근거’이다. 조동
사 must는 ‘~임에 틀림없다’로 사용한다. (4) to부정사의 부사
적 용법 중 ‘조건’이다. (5)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형용사 
수식’이다. ‘형용사+to부정사’는 ‘~하기에 …한’으로 해석한다. 
(6)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이다.

02   각 문장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1)은 the episode, (2)는 
Brian, (3), (4)는 앞 문장 전체이다.

03   각 문장의 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 (1) 목적, (2) 목적, (3) 
감정의 원인 (4) 결과 (5) 판단의 근거 등으로 사용되었다. (5)
에 조동사 must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Sam must be 
happy로 문장을 만드는 것에 유의한다.

04  앞 문장 전체 내용을 선행사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를 사용한다. volunteer가 동사로 사용되는 것에 유의한다.

05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석과 어법에 
맞게 고친다. (1) 내 할머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
하신다. (2) 그녀는 이웃들로부터 감사 쪽지들을 받아서 기뻤다. 
(3) Sandra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갔다. (4) 그 돌은 내가 들
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5) 네가 빙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음과 

설탕이 필요하다. (6) 그 문제는 Peter가 한 시간 안에 풀기에 
불가능했다. (7) 수많은 소방관들이 코알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서 숲으로 뛰어들었다.

06  모든 문장이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which가 적절하다.

07  우리말을 영작하면 Yesterday, we learned the word kiwi, 
and it has several meanings.가 된다. 이 문장에서 and it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
다.

p.28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p.29

1 T 2 F 3 T 4 T 5 T 6 F

   확인문제

01 a place of natural beauty, lakes, waterfalls 

02 two main islands

03 are mountains, are covered with

04 be amazed by

05 many hot springs, with

06 Because of, have been made 

07 will surely appreciate 

08 hear, comes to 

09 a couple of meanings

10 the name, delicious 

11 is grown, is known as 

12 one, New Zealand’s native birds 

13 special to, because, symbol 

14 a nickname for, from 

15  are sometimes called 

16 that, the name of

17 confused, uses, which has

18 let’s talk, They, the native people

19 live on, long before, arrived

20 an important part, today’s 

21 is taught, there are

22 in many parts of

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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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2   Ne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3  In the South Island, there are mountains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round.

  4   You will be amazed by the fantastic views.

  5   In the North Island, there are many hot springs, 

lakes, and areas with green grass.

  6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many famous 

movies have been made in New Zealand.

  7   If you visit New Zealand , you will surely 

appreciate its nature.

  8   When you hear the word kiwi, what comes to your 

mind?

  9   Maybe a fruit, but, in New Zealand the word kiwi 

has a couple of meanings.

10   First, kiwi is the name of a delicious, green fruit.

11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there, so New Zealand 

is known as the land of kiwi fruit.

12   Kiwi is also the name of one of New Zealand’s 

native birds.

13   The kiwi is special to New Zealanders because it 

is the symbol of the nation.

14   Also, kiwi is a nickname for people from New 

Zealand.

15   Today,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alled 

Kiwis throughout the world.

16   Now, you know that kiwi is the name of a fruit, a 

bird, and also a people.

17   Next time , don ’t become confused when 

someone uses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p.32~33

01  ④ 02  ③ 

03  New Zealand is made up with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04 It’s because it is the symbol of the nation. 

05 ④ 06  ② 07 ④ 08 ③

09 ⑤ 

10 They do the haka before every match. 

11  the rival team must be scared 

12  ③ 13  ⑤

14  They do the haka at sport matches, weddings, or 

other important events.

15 ④ 16  ② 17 ④ 

18 It’s because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there.

19 ⑤ 20  We can experience Maori culture.

21 ④ 22 appreciate 23  ③  24  ③

p.34~37

18   Now, let’s talk about the Maori. They are the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19   They went to live on the islands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20   The Maori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today’s 

New Zealand society.

21   The Maori language is taught at some schools 

and there are Maori language radio and TV 

stations.

22  There are Maori villag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23   You can visit Maori villages and experience Maori 

culture.

24   If you say “kia ora” to the villagers, they will be 

glad to hear it. It means “hi” in English.

25 Have you ever watched the haka?

26  The haka may look scary because haka dancers 

shout and move their bodies wildly.

27   The Maori people, who you’ve already heard 

about, started doing the haka as a war dance.

28   Today, however, New Zealanders do the haka at 

sport matches, weddings, or other important 

events.

29   For example, New Zealand’s national rugby team 

members do the haka before every match.

30   It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31  If you see the haka, you will probably agree that 

the rival team must be scared.

32   Like the kiwi bird, the haka is a national symbol.

23 visit, villages, experience, culture

24  say, to, will be glad to hear, means

25  Have, watched

26  look scary because, shout, move, wildly

27  who, heard about, doing, as

28  however, do, at sport matches

29  For example, national rugby team members, 

before

30  famous all over

31  will, agree that, must be scared

32  Like, a national symbol

6   정답 및 해설

중3 시사박 6과 답지 (학기용).indd   6 2020-08-19   오전 10:54:12



01  이어지는 내용은 뉴질랜드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
고 있으므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02  ⓑ는 ‘일 년 내내’라는 의미이다. ①, ④ 가끔, ② 갑자기, ③ 일 
년 내내, ⑤ 여기저기에

03  뉴질랜드는 두 개의 주요한 섬인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
다.

04  키위새가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 새가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05  키위는 뉴질랜드 출신 사람에 대한 별명이라고 하였다.

06  위 글은 뉴질랜드에서 키위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07  마오리어를 몇몇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였다.

08  마오리족은 전쟁 춤으로 하카를 추었지만 오늘날 뉴질랜드 사람
들은 하카를 운동 경기, 결혼식, 또는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한다는 연결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however가 적절하다.

09   마오리족은 하카 춤을 줄 때 소리 지르고 몸을 사납게 움직인다고 
하였다.

10  뉴질랜드의 럭비 국가 대표 팀 선수들은 모든 경기 전에 하카를 
춘다고 하였다.

11  must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2  하카는 무섭게 보이고 전쟁 춤으로 추었다고 하였으므로 문맥상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13  당신이 하카를 본다면, 상대 팀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4  오늘날 사람들은 운동 경기나 결혼식, 다른 중요한 행사에서 하
카를 춘다고 하였다.

15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따라서 match라고 써야 한다.

16  키위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할 때 혼동
하지 말라는 말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17  키위가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라고 말하고 난 
후 오늘날 뉴질랜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키위라고 불린다는 설
명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18  뉴질랜드가 키위의 나라로 알려진 이유는 많은 키위가 그곳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19  마오리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며 (C) 마오리족이 누구
인지 설명, 그들이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함. - (B) 그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진술. - (A) (B)에서 언
급한 마오리 마을에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함.

20  마오리 마을을 방문하면 마오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21  밑줄 친 ⓐ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
로 쓰였다. ① 부사적 용법 중 판단의 이유 ② 진주어 ③ 형용사

적 용법(paper 수식) ④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 ⑤ 부사적 
용법 중 목적(~하기 위해서)

22  무언가의 좋은 질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appreciate)’이다.

23  사물을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which가 적절하다.

24  굉장히 멋진 경관에 놀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③번이 글의 내용
과 일치한다.

pp.8~12

01  In the South Island, there are mountains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around.

02   We should go to the North Island.

03  If you visit New Zealand, you will surely appreciate 

its nature.

04 It is famous for its natural beauty.

05  a fruit, a bird, and also a people

06 which

07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in New Zealand.

08 several meanings of kiwi

09  The Maori went to live on New Zealand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10  We can find Maori villag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11   We should say “kia ora.”

12  Canada → New Zealand

 their food → their culture

13  Have you ever watched the haka?

14  It’s because haka dancers shout and move their 

bodies wildly.

15  We are likely to see them do the haka before their 

match.

16  The haka, the kiwi bird 

p.38~39

01   뉴질랜드의 남섬에는 일 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들이 있다고 하
였다.

02  북섬에는 많은 온천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온천을 즐기고 싶다
면 북섬으로 가야한다.

03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 따라
서 will visit이 아닌 visit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임을 알 수 있다.

05  위 글에 언급된 키위의 다양한 의미로는 과일, 새, 그리고 국민
의 명칭이 있다.

06   불완전한 절을 이끌며 콤마 뒤에서 쓰이는 것은 관계대명사 
which이다.

07  많은 키위들이 뉴질랜드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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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chieve 02 ④ 03 ⑤ 04 ① 

05 With the help of 06 ③ 07  ④

08  I suggest we watch a soccer game. 09  ④

10  It is a big sandwich filled with beef and melted 

cheese.

11 ③ 12 ③, ⑤ 13 ④ 14 ④

15 ⑤  

16  The public library introduced a new system, 

which would help the people to easily borrow the 

audio books that had always been difficult to 

borrow. 17 ② 

18 ①

19  do the haka to scare their opponents

20  There are many hot springs, lakes, and areas 

with green grass in the North Island of New 

Zealand. 21   ② 22 ⑤ 23  ③

24 scare 25  ⑤ 26 (C)-(B)-(A)

27 We should visit a Maori village. 

28  Many people visit New Zealand to enjoy the 

beautiful nature. 29 ④

p.41~45

01  유의어 관계다. 해외에 – 성취하다, 달성하다

02  (A) 중국인들은 판다를 용기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B) 마오리
족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입니다.

03  십자 모양의 선과 사각형으로 된 무늬

04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식사’의 의미로 
‘potluck(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는 식사)’이 적절하다.

05  with the help of: ~의 도움을 받아서

06  ③ recommend: 추천하다

07  ‘그룹 1의 사진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B의 답으로 보아 
그룹 1의 사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제안하는 표현은 ‘I suggest (that)+주어+(should)+동사원
형’을 이용한다.

09   주어진 문장이 ‘멋진 제안이야. 먹어볼게.’라는 뜻이므로 샌드위
치에 관한 이야기 다음인 ④가 적절하다.

10   cheese steak sandwich는 ‘소고기와 녹인 치즈로 채워진 큰 샌
드위치’라고 하고 있다.

11  ‘미국의 독립 기념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대화
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12  ① 선행사가 lecture이고, 계속적 용법이다. that → which ②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는 맞게 쓰였으나 선행사가 
a traditional market이므로, 동사는 단수 형태를 써야 한다. 
sell → sells ④ 내용상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the works이다. 
관계대명사 뒤의 be동사도 are이다. who → which

13  ‘모든 문장이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데, 
④만 ‘일찍 일어나지만 늦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내용이 되고 있
다.

14   주어진 문장의 to find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
며, ④를 제외한 모든 문장은 쓰임이 같다. ④의 to make는 동
사 like의 ‘목적어’로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15  주어진 문장의 to film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⑤의 to smoke는 동사 promised의 ‘목적어’로서, 명사적 용
법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는 각각 ①, ④ 부사적 용법의 ‘목적’ 
② 부사적 용법의 ‘원인’ ③ 부사적 용법의 ‘결과’이다.

16  본문에 나온 표현만으로 계속적 관계대명사와 제한적 관계대명
사를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두 번째 
문장을 계속적 용법의 ‘which’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선행사
가 class이므로, which are → which is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접속사와 대명사 and it은 관계대명사 which로 쓸 수 있고, 
‘the one that(선행사+관계대명사)’은 what과 같다. ①은 선
행사 뒤에 what이 있어 부적절하다.

19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활용하여 알맞게 영작한다.

20  뉴질랜드의 북섬에는 많은 온천과 호수, 초원 지역이 있다고 하였
다.

21  빈칸 (A)에는 전치사 with가 들어간다. ① be anxious 
about: 조바심을 내다 ② be crowded with: ~으로 붐비다 
③ devote oneself to: ~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④ apply 
for: ~에 지원하다 ⑤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22  Because는 접속사이므로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절을 이끌어야 

08  해석: 키위의 몇 가지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당신은 혼란을 느
낄 것이다.

09  마오리족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오래 전에 뉴질랜드에 와서 살
았다고 하였다.

10  나라의 여러 곳에 마오리 마을이 있다고 하였다.

11  “kia ora”는 영어로 “안녕”이라는 의미의 마오리어라고 하였다.

12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며 그들의 문화는 오늘날 뉴질
랜드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13  하카를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묻고 있으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들의 몸을 사납게 움직
이기 때문에 하카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15  위 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뉴질랜드 럭비 선수들이 경기 전
에 하카를 추는 것을 볼 수 있다.

16  키위뿐만 아니라 하카는 나라의 상징이다.

8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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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atural 02 ③ 

03 I’m looking forward to our visit. 04 ③ 

05  ④ 06 traditional  07  ③

08  ⑤

09  are spoken → speak, visits → visit

10 ① 

11 ⑴ ⓐ   ⑵ ⓒ   ⑶ ⓕ   ⑷ ⓓ   ⑸ ⓓ   ⑹ ⓔ   ⑺ ⓖ   ⑻ ⓑ 

 ⑼ ⓕ   ⑽ ⓒ   ⑾ ⓔ   ⑿ ⓖ   ⒀ ⓐ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18  hills → mountains / tall trees → green grass

19  ③ 20 ③

p.46~49

01  반의어 관계다. 혼란스러워 하는-침착한 : 인위적인-자연의, 천
연의

02  시골을 가로지르거나 숲을 지나가는 거친 길

03  ‘~을 기대하다’라는 표현으로 ‘I’m looking forward to+명사/
동명사’를 사용한다.

04  Victoria Peak은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05  남자를 위한 치마라고 했기 때문에 ‘common’을 ‘unique’로 
바꾸어야 한다.

06  ‘오랜 시간 동안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계속되어 온 관습이나 행

한다. 따라서 Because of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마오리인들이 전쟁 춤으로 하카를 추기 시작했다는 문장에 이어
지는 예시문은 뉴질랜드 럭비 국가 대표 팀이 경기 전에 하카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므로, 오늘날 뉴질랜드 사람이 운동 경기
에서 하카를 한다는 말이 ③번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4  ‘당신이 하카를 본다면, 상대 팀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에 아
마 동의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뉴질랜드 럭비 국가 대표 팀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카를 추는 이유는 상대 팀 선수들을 겁주
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25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들의 몸을 사납게 움직
이기 때문에 하카는 무서워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26  (C) 뉴질랜드에 대해 아는지 물으며 간단한 소개 (B) 뉴질랜드
에 온다면 마오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오리족의 전통 요리를 먹
어 보는 것을 제안함 (A) 그들의 요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
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7  뉴질랜드 원주민 문화를 보고 싶다면 마오리 마을을 방문해야 
한다.

28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한
다고 하였다.

29  뉴질랜드는 두 개의 본섬과 600개의 작은 섬들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동 방식을 따르는’의 의미로 ‘traditional(전통적인)’이 적절하다.

07  빈칸 다음에 ‘그건 뜨거운 감자튀김이 곁들여진 튀긴 생선이야.’
라고 G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 ‘fish and chips’가 어떻게 생겼
는지 묻는 말이 적절하다.

08  미트 파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09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수동태 ‘are 
spoken’을 ‘speak’로 고치고, 복수 주어 ‘lots of tourists’ 뒤에 
복수 동사 ‘visit’이 적절하다.

10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문장들이다. ①번의 that을 which
로 고쳐야 한다.

11  (3) only to V는 ‘~했으나 결국 ~하다’라는 뜻이다. (6)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는 뜻이므로 ‘판단’을 표현한다. 
(13)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12  ③번은 선행사가 sea water가 아니라 ‘앞 문장 전체’이다.

13  ⓐ, ⓒ, ⓓ, ⓔ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다. 나머지
는 각각 명사적 용법으로 ⓑ, ⓕ는 목적어로, ⓖ는 진주어로 쓰
였다.

14   주어진 문장의 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으로 쓰
였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형용사+to부정사’의 결합에서 앞에 
조동사 will이 오면, 부사적 용법 중 ‘조건’이 되는데, 지금 주어
진 문장의 경우에는 조건의 If절이 있으므로, ‘감정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만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 이유’이
다. ① 부사적 용법 중 ‘결과’ ② 명사적 용법(진주어) ③ 부사
적 용법 중 ‘목적’ ⑤ 명사적 용법(목적어)

15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마오리족의 문화는 오늘날 뉴질랜드 사
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6  나라의 여러 곳에 마오리 마을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③번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7  뉴질랜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뉴질랜
드에서 촬영되었다.

18  남섬에는 일 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들이 있으며, 북섬에는 높은 
나무가 아닌 초원 지역이 있다고 하였다.

19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a Maori village이므로 
단수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뉴질랜드의 상징이 몇 개가 있는지는 위 글을 읽고 알 수 없다.

01  She will prepare fish and chips for the festival.

02  Why don’t we visit Victoria Peak? 

03  ⑴  New Zealand is known as the land of kiwi fruit, 

where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⑵  I won’t get confused when somebody uses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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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라는 음식 축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02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Why don’t we ~?(~하
는 것이 어때?)’를 사용할 수 있다.

03  선행사에 따라 who, which, when, where 등에 유의하여 영
작한다.

04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이용한다.

05  상대팀이 겁을 먹는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scared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06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그들의 몸을 사납게 움직이
기 때문에 하카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07   마오리인들은 전쟁 춤으로 하카를 추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는 뉴
질랜드 태생의 새라는 부연 설명을 제시하는 절이다.

09   뉴질랜드는 두 개의 본섬과 600개의 작은 섬들로 되어 있다고 하
였다.

|모범답안| 

01  (1)  A: Let’s talk about school life in Canada.  

B:  Students start a new school year in 

September. 

 (2)  A: Let’s talk about school life in the UK.  

B: Students go to school at the age of five.

 (3)  A: Let’s talk about school life in New Zealand. 

B: Students learn the Maori language.

02  (1) which means she likes foreign cultures (2) 

which can offer her opportunities to study foreign 

cultures more (3) where she can study foreign 

languages deeply 등 어법과 내용에 맞으면 정답

03  the third largest island in Europe, Dublin, which 

stands for the green land, the Cliffs of Moher, 

p.52

01  ⑤번은 ‘collaborator(협력자)’에 관한 설명이다. ‘rival(경쟁

자)’에 대한 영어 설명은 ‘a person who is competing for 

the same object or goal as another’이다.

02  ‘동사-명사’의 관계이다. 성취하다-업적 : 행동하다-활동

03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다’라는 의미로 ‘come to one ’s 

mind(생각이 떠오르다)’가 적절하다.

04  ‘키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니?’라는 A의 물음에 ‘사

과보다 키위를 더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05  ⑤번은 요청을 하는 표현이다.

06   ③번의 ‘filled’는 명사 ‘sandwich’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올바

르게 사용되었다.

07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 기념관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한다.

09  ‘look right’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을 보는 것을 

제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나머지는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③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01 ⑤ 02 activity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⑤ 

08 What would you recommend that I take? 

09 I suggest we look right before

10 ③

11 ⑴  People are afraid of the corona virus, which 

causes the critical disease.

 ⑵  People hope the cure will come out soon not 

to worry any longer.

12 ③ 13 ③ 

14  ⑴  Ladders are linked with a strange belief, and it 

is that passing under them brings bad luck.

 ⑵  Ladders are linked with a strange belief, which 

is that passing under them brings bad luck.

15 ② 16 ③ 

17 which would bring me good luck 18 ③

19 (B) a fruit   (C) a bird   (D) a people 

20 We can call them kiwi. 21 ③ 

22 ① 23 ④

24  It means “hi” in English. 25  ②

p.53~57

 ⑶  Janet received a letter of invitation from her 

friend, which she didn’t read.

 ⑷  All the employees in the company stop 

working at noon, when they go out for lunch.

 ⑸  The boss praised Sean, who didn’t mean to do 

well this time.

04 to take pictures of the beautiful night scenery

05  you will probably agree that the rival team must 

be scared

06 sing → shout / happy → scary

07  The Maori people started doing the haka as a war 

dance.

08  which is a bird native to New Zealand

09 600 smaller islands

which show the beautiful nature of Ireland, 

traditional dish, bread boiled in milk with some 

sugar, get refreshed

10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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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맞게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1) 관계대명사 which를 활용한다. (2) to부정사의 ‘부사적’ 용

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to worry를 쓰되, not은 to 앞에 쓰는 것

에 유의한다.

12  ③의 to call은 동사 like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고, 다

른 문장들은 모두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내용상으로도, Kiwi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불리는 것이

므로 to be called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③의 to learn은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으로 쓰였다. ①, 

④, ⑤는 명사적 용법, ②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14  선행사는 a strange belief이고, ‘and it is that’은 ‘which is 

that’으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쓰는 것에 유의한다.

15  밑줄 친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①, ④는 의

문대명사, ③, ⑤번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 쓰인 관계대명사

의 제한적 용법이다.

16  to be는 ‘늦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쓰였

다. ③만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다. ① likes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②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④ forget의 목적어

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⑤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다.

17  글자 수를 맞추려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해

야 한다. 7 단어로 영작한다면 which 대신 and i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A) be known as ~: ~로 알려지다 ① introduce A to B: A

를 B에게 소개하다 ②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③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④ look into: ~을 조사

하다 ⑤ deal with: ~를 상대하다, 다루다

19  키위는 과일, 새, 그리고 국민의 명칭이라고 하였다.

20  뉴질랜드 출신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키위라고 하였다. 따라

서 우리는 그들을 키위라고 부를 수 있다.

21  뉴질랜드에서 많은 키위가 자란다고 했을 뿐, 키위가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22  뉴질랜드에는 두 개의 본섬이 있다는 문장이 제시된 후 남섬과 

북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23  뉴질랜드에서 몇 편의 영화가 촬영되었는지는 위 글을 읽고 답

할 수 없다.

24  “kia ora”는 영어로 “안녕하세요.”를 의미한다.

25  밑줄 친 (A)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몇몇 학교

에서 마오리어를 가르치고 있고, 마오리어의 라디오와 TV 방송

국이 있고, 그 나라의 여러 곳에 마오리 마을이 있으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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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저것들은 인터뷰를 위한 적절한 옷이 아니다. • 그들의 목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적절한 한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02  그 고등학교 교장은 그러한 사려 깊은 표현에 감동을 받았다.  
<영영풀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생각하는’의 의미로 ‘thoughtful(사려 깊
은)’이 적절하다.

03  ‘정직하고 진실하며, 당신이 정말로 느끼고 믿는 것에 근거하는’
이라는 의미로 ‘sincere(진심어린)’가 적절하다.

04  ‘어떤 일이나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준비가 되도록 하다’의 
의미로 ‘prepare(준비하다)’가 적절하다.

05  get along with: ~와 어울리다, 잘 지내다
06  (A) 당신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정보는 삭제할지라도 영원히 인터
넷에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B)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관
심이 있다면, 단지 100명의 운이 좋은 학생들만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07  나머지는 ‘형용사-명사’의 관계이지만, ⑤는 ‘동사-명사’의 관계이
다.

01  (1) 교육과 여러분의 학교를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제안이나 의견
이 있으세요? (2)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들이 감정적인 지원으
로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3) 
스트레칭은 건강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4) 누군가 우리말을 경청해 주면 그건 그 사람의 관심을 나타내
는 것이므로 그것을 고마워한다.

02   • 만약 당신이 긴장한다면, 당신의 어깨를 뒤로 한 채 똑바로 서려

01 ③   02 thoughtful   03 ⑤ 

04 ② 05 get along, with 06 ④ 

07 ⑤

p.62

How to Get Along with 
People

7

pp.8~12

01  ⑴ suggestions   ⑵ emotional   ⑶ relaxed    

⑷ appreciate

02  (n)ervous   

03  ⑴ ignore   ⑵ regret   ⑶ accidentally   ⑷ mind

04  ⑴ responsibility, 책임  ⑵ apology, 사과   

 ⑶ relationship, 관계  ⑷ generous, 너그러운

p.63

고 노력하라. • 비록 초조하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행동하려고 해
라. • 차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TV 카메라와 마주했을 때 
나는 매우 긴장했다.

03   (1) ignore: 무시하다 (2) regret: 후회하다 (3) accidentally: 
우연히 (4) mind: 꺼리다

04   (1)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나 의무인 것 (2) 당신이 저지른 잘
못된 일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행위 (3) 두 가지가 연결되는 방식 
(4) 평소 또는 예상 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돈, 도움, 친절을 기꺼
이 주는

Listen & Speak 1 A-1

mind turning / No, I don’t, loud / hear / turn it down / Thanks

Listen & Speak 1 A-2

accidentally, favorite plate / That’s too bad / Do you 

mind telling, how to say / not at all, apologize 

sincerely / with all my heart

Listen & Speak 1 A-3

coming / early / that, borrowed / let’s / then

Listen & Speak 1 B

being quiet / but / picking up trash / can’t

Listen & Speak 2 A-1

seem to / preparing, contest / contest / great / are 

good at getting, rhythm / relaxed, nervous / advice, 

p.69~71

p.64~65

1  ③   2 ⑤

p.66

1 F 2 T 3 F 4 T

   

p.67

5 F 6 T 7 F 8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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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ful, appreciate / pleasure

Listen & Speak 2 A-2

lost / Let me help, What, like / is written / yours / 

appreciate / No problem

Listen & Speak 2 B

Let, show / appreciate / Let me carry / appreciate your 

help

Real Life Talk

What’s up / (You’)ve, been, haven’t / since, elementary / 

busy studying, do you mind helping, help me pick 

out / problem. for / was broken / of her / how about, 

recently / suggestion

Wrap Up 1

am planning to go / cool, used to live / Do you mind 

telling, what to do / Not at all, beaches / swimming, else 

/ don’t you, everywhere / How about / raw fish, fresh, 

delicious / appreciate, tips

Wrap Up 2

well, might have caught, needs to, to meet, instead

01   ‘Do you mind ~ing?’는 ‘당신은 ~하는 것이 괜찮으신가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요청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02  상대방의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03  빈칸 다음의 대답으로 보아, 상대방의 요청에 승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청을 승낙할 때 mind는‘ 꺼리다’라는 뜻이므로 부
정어(not)를 써서 승낙을 표현한다. Of course not. / Not at 
all. / Surely not. / Certainly not. / No, I don’t (mind). 
등으로 표현한다.

04  I appreciate ~.’는 감사하는 표현이다.

01 mind helping 02 ①, ④, ⑤ 03 ② 

04 ⑤

시험대비 기본평가 p.72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He is good at getting into the rhythm. 

06 ④ 07  ③

08   I need the book that[which] you borrowed before 

class.  

09 has to return, borrowed

10  Do you mind putting off the meeting until 

tomorrow?

p.73~74

pp.8~12

01  Because his leg was broken. 

02  You’ve been friends with her for a long time, 

haven’t you?

03 Do you mind telling me what to do in Jejudo?

04  What does it look like?

p.75

01  빈칸 다음의 Andy가 한 말로 보아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적

절하다.

02  Amy와 Jessie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고 있다.

03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 (C) 모자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오고 → (D) 도와준다는 말과 함께 모자가 어

떻게 생겼는지 묻고 → (A) 모자의 색깔과 모자에 이름이 적혔

다는 것을 말해주고 → (B) 식탁 아래에 모자가 있었다고 모자

를 찾아주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04  B의 대답이 ‘Of course not.’인 것으로 보아 요청하는 말은 

‘Do you mind ~?’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질문: Amy의 말에 의하면 민수는 무엇을 잘하는가?

06  단수 주어인 ‘one thing’ 다음에 단수 동사 is가 와야 한다.

07  ③ ‘Do you mind ~?’로 요청하는 말에 ‘Of course.’로 답하는 

것은 거절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Go ahead.(그렇게 하세

요.)’와 어울리지 않는다.

08  선행사 ‘the book’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이용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추가한다.

09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have to’는 3인칭 단수 주어 뒤에서 

‘has to’로 바꾸어 쓰고, 수식받는 명사 ‘book’이 ‘빌려진’ 수동의 

의미로 주어진 동사 ‘borrow’를 과거분사로 변형하여 쓴다

10  ‘Do you mind+동명사 ~?’ 형태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01   질문: 두 달 전에 왜 Amy는 Andy의 가방을 들어 주었는가?

02  (a)의 ‘since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로 보아 과

거부터 현재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완료를 

사용하고, 부가의문문도 조동사 have의 부정문인 haven’t로 바

꾸어 주어야 한다.

03  ‘Do you mind+-ing?’ 형태를 사용하고, ‘무엇을 ~할지’는 

’what to do‘를 사용한다.

04  대화의 흐름상 모자의 모습을 묻는 표현이 적절하다. ‘What ~ 

look like?’를 사용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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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⑤ 11 ③ 12 how 

13  when 

14  The more you watch the news, the better you 

know 

15  The more expensive some products are, the 

more people want to buy them.

16 ③ 17 ④

p.79~81

01   ④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삭제하면 옳은 문장이 된다.

02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다. ‘당신이 더 많이 일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03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다. ‘한국의 역사에 대
해 방문객들이 더 알게 될수록,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이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04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전치사+관계대명사’는 for which
를, ‘관계부사’는 why를 쓰는 것이 적절하며, the reason과 
why 둘 중 하나만 쓰는 것도 가능하다. ① 선행사 the reason 
필요 ② which 앞에 for 필요 ③ 마지막에 for 불필요 ⑤ on 
→ for

05  선행사가 the place이므로 ‘관계부사’ where 또는 ‘전치사+관
계대명사’로 at which 또는 in which 등으로 연결해서 표현 가
능하며, 일반적 장소인 the place를 생략해도 괜찮다. ① where 
뒤의 어순은 ‘주어+동사’가 되어야 한다. ② know 동사가 있을 
때 의문사를 문두로 보낼 수 없다. ③ 관계부사 where 앞에 전치
사 불필요 ④ 마지막에 in이 있으므로 on 불필요

06  ‘친한 친구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수록, 사
람들은 더 쉽게 상처 받는다.’라는 내용이다.

07  ‘당신의 사과가 더욱 진실할수록, 그것들은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내용이다. ① 더 많이 필요해진다 ③ 더 가볍게 여겨진다 ④ 더욱 
건성으로 받아들여진다 ⑤ 더 많이 무시된다

08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 how는 같이 쓰지 않으며, 
관계부사 앞에 전치사 in을 쓰지도 않는다.

09   선행사가 the time일 때, 관계부사는 when을 쓰며, that으로
도 바꿔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때는 
전치사 at, on, in 등이 쓰이지만, 선행사가 the first time일 경
우 in과 함께 for which도 가능하다. of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
행사 뒤에 쓰지 않는다.

10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관계부사는 why를 쓰며, that으로
도 바꿔 쓸 수 있다. the reason 또는 why 둘 중 하나를 생략해
도 무방하며,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for가 함께 온다. ⑤는 관계
부사 뒤의 어순이 잘못되었다.

11  <보기>는 ‘더 빠른 사과가 당신이 더 사려 깊고 책임감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라는 뜻이다.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을 사
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은 ③이다. ‘당신의 사과가 더 빠를수
록, 당신은 더 사려 깊고 책임감 있게 보인다.’ 나머지는 모두 어법
상 옳지 않은 문장들이다.

12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빈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선행사가 
the way일 때는 관계부사 how를 쓰는데,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 두 단어를 쓰는 것이 조건이라면 the way를 쓴다.

13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빈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두 단어를 
쓰는 것이 조건이라면 선행사 the day가 있으므로 on which
가 좋다.

p.76~77

1 ⑴ how ⑵ why

2  The more homework they have, the more tired the 

students feel.

01  ③ 

02 ⑴ in which / how   ⑵ in which / where 

03  ② 

04  ⑴ The hotter, more   ⑵ higher, to climb 

⑶ older, less flexible

시험대비 기본평가

01   often의 비교급은 more 또는 less를 앞에 쓰는 것이 좋고
(oftener를 쓸 수도 있음), 의미상 less often이 적절하다.

02   ‘전치사+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표현한다.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는 how이지만, 둘을 동시에 쓰지 않는다. 
선행사가 장소일 때 where를 쓴다.

03  관계부사가 오면 뒤의 문장은 완전한 절의 형태여야 한다. 선행
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04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다. 형용사 또는 부사
의 비교급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며, hot, high 등은 er
을 뒤에 쓰지만, flexible은 more 또는 less를 쓰고, much나 
many는 more처럼 다른 단어가 비교급이 된다. (2)번 문장은 
내용상 가주어-진주어 구문이므로 동사 climb을 to부정사로 변
형하는 것이 적절하다.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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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⑴  The sooner you apologize for the mistake, the 

less hurt people get.

 ⑵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⑶  The more options you have, the more difficult it is 

to decide.

 ⑷  The more I know the friend, the stronger my trust 

in her becomes.

 ⑸ The more we give, the more we will get in return.

 ⑹  The harder he works, the brighter his future will 

be.

02 ⑴  like the way her son made excuses

 ⑵  how the turtle has managed his health

 ⑶  where people line up every morning to eat 

Bulgogi

03 ⑴  The older, the more 

 ⑵  The more, the more intelligent 

 ⑶  The louder, the better

 ⑷  The farther, the healthier

04  ⑴ the way how → the way 또는 how 삭제

 ⑵ the more happier → more 삭제

05  ⑴  The researchers found the special planet where 

life can live.

 ⑵  The director taught us how he made his films.

 ⑶  Her favorite season is winter when she can enjoy 

white snow and skiing.

 ⑷  Please let me know the reason why my professor 

was mad at me.

 ⑸  This is the hotel where the President of Brazil stayed.

 ⑹  I would never forget the day when my daughter 

walked for herself.

p.82~83

14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을 사용한 문장이다. ‘뉴
스를 많이 보는 것’을 ‘the more’로,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the 
better’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15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을 사용한 문장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the more people’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16  (A) the way가 있으므로 how는 불가능하고, that 또는 
in which를 써야 한다. (B) 관계대명사 주격이 필요하므로 
which[that]가 적절하다. (C) 선행사가 the day이며 뒤에 완전
한 문장이므로 when 또는 on which가 적절하다.

17  (A)는 관계부사 why, how, when 모두 가능하다. (B) the 
reason 뒤에 관계부사 why 또는 for which가 적절하다. (C) 
장소의 선행사 cafe 뒤에 where 또는 at[in] which가 적절하
다.

01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을 사용한 문장이다. 
*trust in A: A에 대한 신뢰

02   (1) ‘Ms. Kim은 그녀의 아들이 그 문제에 대해 변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2) ‘동물들은 거북이가 어떻게 그의 건강을 
유지해왔는지 궁금하다.’ (3) 저기가 사람들이 불고기를 먹으러 매
일 아침 줄을 서는 그 유명한 식당이다.

03   (1) 그 학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할아버지를 더 닮아 보인다. 
(2) 당신의 자녀들이 더 많은 책들을 읽을수록, 그들은 더욱 똑똑
해질 것이다. (3) 당신이 더 큰 소리로 연습할수록, 당신은 외국어
를 더 잘 말할 수 있다. (4) 그 환자가 매일 더 멀리 걸을수록, 그녀
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04  (1)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
다. 둘 중 하나만 써도 어법상 문제 없다. (2) happy의 비교급은 
happier이다. more는 불필요하다.

05  (1) 그 연구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특별한 행성을 발견했
다. (2) 그 감독이 우리에게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
쳐 줬다. (3)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흰 눈과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겨울이다. (4) 제발 교수님이 나에게 화가 난 이유를 나
에게 알려주세요. (5) 이곳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
이다. (6) 나는 나의 딸이 스스로 걸었던 날을 결코 잊을 수 없
다.

p.84

1 T 2 F 3 T

   확인문제

p.85

1 T 2 F 3 T

   확인문제

01 Because, It is, to get along with 

02 hurt, without intending to, something wrong

03 that, should apologize

04 following case, a proper apology

05 tripped over, it funny, laughed, took, uploaded

06 saw, became angry, with, deleted it 

07 even, because of 

08  how Mike had acted, seemed to think, nothing 

p.86~8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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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cause we are human, we all make mistakes.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everyone all the time.

  2   Sometimes we hurt people’s feelings without 

intending to. Sometimes, we do something wrong 

and regret it later.

  3  When that happens, what should we do? We 

should apologize.

  4   Read the following case studies and learn three 

things about a proper apology.

  5   When June tripped over a backpack and fell, Mike 

found it funny and laughed. He took a picture and 

uploaded it on an SNS.

  6   June saw the picture and became angry. Mike 

said, with a laugh, “Sorry, June!” and deleted it.

  7   After that, June felt even more hurt because of 

Mike’s casual apology.

  8   June didn’t like how Mike had acted. Mike 

seemed to think it was nothing serious.

p.88~89

  9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ase? Yes. You 

guessed right. You should be sincere when you 

apologize.

10   Apologizing is necessary to build good 

friendships. Saying you’re sorry is more than just 

words.

11   You need to show that you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12   If you truly want to make things right, be sincere in 

your apology.

13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14   Here is another case. While Kate was hurrying 

across the cafeteria, she accidentally bumped 

into Hojun.

15   Some food on Hojun’s tray fell on his jacket. Kate 

didn’t apologize. Hojun felt bad.

16   He thought, ‘Why doesn’t she say something? It 

would be nothing if she apologized right now.’

17   This case shows that when an apology is 

necessary, you should apologize at once.

18   A quick apology shows that you are thoughtful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

19   All you need to do is to say, “I’m sorry.” Then, the 

hurt friend will think nothing of it and laugh it off.

20   Finally, apologies are necessary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too.

21   One day, Sunmin borrowed her sister’s favorite 

book. Later, she lost it.

22  Sunmin didn’t apologize because she thought it 

was not important. She thought, ‘We’re sisters, 

after all.’

23   Sunmin’s sister disliked how Sunmin had treated 

her. How could her own sister ignore her feelings?

24   This was not the first time Sunmin hadn’t 

apologized to her little sister.

25  People need to apologize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This includes family members 

and the people who are close to you.

26  People get hurt more easily when the hurt comes 

from a family member or a friend.

27   We may think that they will let it go because they 

are close to us.

28   Remember, however, that small mistakes and no 

apology add up to big emotional wounds.

29   This is especially true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30   Have you ever heard of the saying, “No more 

serious 

09 should be sincere

10 Apologizin, to, Saying, more than 

11 that, respect, care about, feelings 

12 make things right, sincere 

13 The more, the better, received 

14 another, accidentally bumped into 

15  on, fell on, apologize, felt bad 

16 Why doesn’t, say, if, right now

17 that, is necessary, apologize at once

18 shows that, thoughtful, responsibility

19 All, to do, think nothing, laugh it off

20 are, among, members, loved ones 

21 borrowed, favorite, lost

22 apologize, not important

23 ignore

24  hadn’t apologized to

25  to apologize, something wrong, includes, who are 

close

26  get hurt more easily, comes from

27  let it go, are close

28  small mistakes, no apology add up to 

29  among, loved ones

30  heard of, No more, no more chances

31 make, let, break

32  apologize to, Try to do, can solve

16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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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⑤ 02  proper 03  ② 04 ③

05 ④ 06  ④ 

07 We should be sincere. 08 ③

09 some food on his tray 10 ⑤ 11 ② 

12  ④ 13  ②

14  People need to apologize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15 (C)-(A)-(D)-(B) 16  ② 17 ④

18 ② 19 ⑤ 

20  We should apologize at once when an apology is 

necessary

21 She lost it later. 22 ③ 

23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24  ④

25  ⑤번 → now

p.90~93

apologies, no more chances”?

31  People make mistakes, but don’t let one mistake 

break a beautiful relationship.

32   Do you want to apologize to someone? Try to do 

it now. A quick and sincere “I’m sorry” can solve 

many problems..

01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문장이 제시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02  ‘옳거나  가장  적합한’이라는  의미는  ‘적절한 ,  제대로  된
(proper)’이다.

03  사례 연구들을 읽고 올바른 사과를 위한 세 가지를 알아보자고 하
였으므로 ‘적절히 사과하는 법’이 가장 적절하다.

04  빈칸 (A)에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very
는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말이다.

05  이어지는 조언에서 사과는 진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Mike의 사과가 가벼웠기 때문에 June이 더 화가 난 것이다.

06  June은 Mike의 행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07  사과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08  ‘즉시’라는 의미의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for once: 이번 한 번
만,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09   Kate가 호준이와 부딪쳤을 때, 그는 급식판에 음식을 들고 있었
다. 그 부딪힘은 음식이 그의 재킷에 떨어지게 했다.

10  호준이는 Kate가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1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리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가

리키는 말이다.

12  모두 선민이를 가리키지만 ④번은 선민이의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가깝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쌓이면 큰 감정적 상처가 된다는 연결이 자연스럽다.

14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한다고 하였다.

15  (C) June이 가방에 걸려 넘어짐 (A) Mike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June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남 (D) Mike가 가볍
게 사과함 (B) June은 그의 행동 방식에 더 화가 남

16  receive는 ‘받다’라는 의미이다. 사과가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
라는 의미이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17  사과하는 것은 좋은 교우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
다. be related to: ~와 관계가 있다

18  이어지는 조언은 사과를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②번이 적절
하다.

19  빈칸 (B)에는 off가 들어간다. ① work out: 운동하다 ②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③ consist of: ~으로 구성되다 
④ keep ~ from Ving: ~가 V하지 못하게 막다 ⑤ give off: 
발산하다

20  사과가 필요할 때는 즉시 해야 한다.

21  선민이는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렸다가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22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선민이의 여동생은 선민이가 그녀의 
기분을 무시하고 사과하지 않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3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것에 
유의한다.

24  위 글은 사과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글이다.

25  이어지는 문장에서 빠르고 진정한 사과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지금 하려고 노력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
하다.

pp.8~12

01  to hurt people’s feelings

02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everyone all the time.

03  apology

04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05  He uploaded it on an SNS.

06 It’s because Mike apologized to him casually.

07  you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08 Because Kate bumped into him.

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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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 없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02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내기는 쉽지 않다고 하였다.

03  누군가에게 상처주거나 그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말
하기 위해 말하거나 쓰는 어떤 것은 ‘사과(apology)’이다.

04  사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receive를 과거분사 형태로 써
서 수동태를 만드는 것에 유의한다.

05  Mike는 June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06   Mike가 June에게 가볍게 사과했기 때문에 June은 더 화가 났
다.

07  당신의 사과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8  음식이 호준이의 재킷에 떨어진 이유는 Kate가 그와 부딪쳤기 
때문이다.

09  호준이는 Kate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기분이 나빴다.

10  해석: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가능
한 빨리 사과해라.

11  선민이의 여동생은 언니가 그녀의 기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이다.

12  앞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올 때 더 쉽게 상
처 받는다고 하였다.

14  아무리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언가를 잘
못한다면 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01 solve 02 ④ 03 ⑤ 04 ① 

05 with all my heart 

06 Do you mind changing seats with me? 

07  Do you mind telling me how to say sorry to her?

08  ② 

09  She suggests that he buy a case for her 

smartphone.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① 15 ① 16  ③ 17 ③

p.97~101

01  ‘동사-명사’의 관계이다. 포함하다-포함 : 해결하다-해결

02  (A) 너는 친구들과 부딪힌다. 그러면 너와 친구들은 다치게 될 
거야. (B) 학생들은 아침에 그들의 옷을 고르기 위한 충분한 시
간이 없다.

03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04  서면이나 전자 텍스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다

05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06  요청하는 표현으로 ‘Do you mind+-ing?’를 사용한다.

07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Do you mind+-ing?’ 형태를 사용
한다.

08  주어진 문장이 ‘괜찮은 것을 고르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라고 확신해.’라는 뜻이므로 요청하는 말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
하다.

09   질문: Jessie는 Andy가 Amy를 위해 무엇을 사라고 제안하는
가? / 동사 ‘suggest’의 목적절인 ‘that’절의 해석이 ‘~해야 한다’
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주어+should+동사원형’ 형태를 사
용하고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10   두 달 전에 Andy가 다리를 다친 이유는 대화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11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사람들이 전보다 더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장은 ‘날씨가 더 추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
이 감기에 걸린다.’와 가장 유사하며,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구문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2  선행사가 the way일 때는 관계부사 how를 쓰는데, 둘 중 하나
만 써야 한다. the way 뒤에 how 대신 that을 쓸 수 있다. 관
계대명사로 표현할 때는 the way in which를 쓴다.

13  ② ‘어항은 물고기나 수중 생물들을 집어넣는 유리 용기이다.’라
는 문장에서 마지막에 전치사 in이 있으므로 선행사 container 
뒤에는 관계대명사 which만 있으면 된다. in을 모두 지우고, 관
계부사 where로 쓰는 것도 적절하다.

14   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는 문장이다. the more it was difficult가 아니라, the more 
difficult it was의 어순이 적절하다.

15  나는 Paul이 그 어려운 문제를 푼 방법을 알아내고 싶다.’라는 

09  an apology → no apology, good → bad

10  apologize

11   ⑤번 → ignore

12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하는 것

13  People get hurt more easily when the hurt comes 

from a family member or a friend.

14  close, something wrong 

18 ⑤ 19  ④ 20  ③ 

21   Be sincere in your apology. 22 ⑤

23  ②

24  Small mistakes and no apology result in big 

emotional wounds. 

25  ③ 26 ②

27 He was sick and missed a math class. 

28  He is always humorous, brave, and cheerful.

18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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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사 the way는 관계부사 how와 짝
이고, 둘은 나란히 쓸 수 없어서 둘 중 하나만 쓰면 된다. 그러나, 
how 대신에 that을 썼을 경우 the way를 생략하면 that이 더 
이상 관계부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되어 의미가 달라지고, 어법
상으로도 옳지 않게 된다.

16  ① in which → which ② which → to which 또는 where 
④ where → which ⑤ where → which

17  ① do → are 또는 will be ② More → The more, more → 
the more ④ the more earlier → the earlier ⑤ the more 
you will be careful → the more careful you will be 
*destination: 목적지

18  ①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쓸 수 없다. the 
way how → the way 또는 how ② why → which ③ 
when → which ④ at when → at which 또는 at 삭제

19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Mike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serious
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A)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 형용사적 용법 
② 진주어 ③ 부사적 용법 ④, ⑤ 동사의 목적어

21  글의 내용은 사과를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Mike가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SNS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23  주어진 문장의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사
과해야 한다는 문장이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24  result in을 대신하여 add up to를 써서 답해도 좋다.

25  선민이의 여동생은 선민이가 자신의 기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했
다. 따라서 ③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6  위 글은 글쓴이를 도와준 친구를 소개하는 글이다. 따라서 ②번
이 가장 적절하다.

27  지난 금요일에 글쓴이는 아파서 수학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하였
다.

28  진수는 항상 재미있고, 용감하고, 발랄하다고 하였다.

01 thoughtful 02 ⑤ 03 ① 04 ④ 

05  one thing you need to do is to be more relaxed

06 appreciate 07  ① 08  ⑤

09  might catch → might have caught

10 ① 11 ④ 12 ⑤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⑤

18  ② 19  ⑤번 → how Mike had acted

20 ③ 

21  We need to show that we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p.102~105

01  유의어 관계이다. 무시하다 : 사려 깊은

02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에 대해 어떠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03  ‘~하곤 했다’는 ‘used to+동사원형’을 사용한다.

04  Minjun이가 ‘Why don’t you hike Halla Mountain?’ (한
라산을 등반해 보는 건 어때?)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05  우리말에서 ‘네가 해야 할’이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주어부는 one thing 뒤에 관계대명사절인 ‘you need to 
do’를 쓰고, 동사 is를 쓴다. 마지막으로 부정사 to be를 사용하
면 된다.

06  ‘무언가에 고마워하다’라는 의미로 ‘appreciate’가 적절하다.

07  빈칸 앞에서 Irene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천만에.’라고 답하는 말이 적절하다.

08  Irene이 왜 모자를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없다.

09   Mike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 다음에 그가 감기에 걸렸을지 모
른다는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might catch’는 ‘may catch’보다 가능성이 약한 현재의 추측
으로, 과거의 추측은 ‘might have+과거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10  평서문의 동사가 ‘have+과거분사’인 현재완료이므로, 부가의문
문은 조동사 have를 부정해야 한다. ‘weren’t’를 ‘haven’t’로 
바꾸어야 한다.

11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와 용법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
이다. ④는 의문사로 사용되었다. ‘나는 그 곰들이 성숙한 상태
가 되면 얼마나 강해질지 궁금하다.’라는 문장이다.

12  관계부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⑤는 접속사로서 부사절
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the Mediterranean Sea: 지중해

13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비교급 앞에 the를 쓰지 않는다. 접속사 when과 as가 있
는 ①, ②번 문장과 ④번에서 the+비교급은 적절하지 않고, ③
은 worse 앞에 more가 있어 부적절하다.

14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다. 형용사 hot은 ①과 
④처럼 more hotter 또는 more hot으로 비교급을 쓰지 않는
다. ③은 시제가 부적절하며, ⑤는 내용상 better보다는 more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A)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진주어로 쓰였다. ① 형용
사적 용법 ②, ③ 부사적 용법 중 목적 ④ 부사적 용법 중 결과 
⑤ 진주어

16  나쁜 일을 하고 그것을 후회한다는 의미이므로 ②번이 가장 적
절하다.

17  잘못을 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하며, 그들이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므로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18  실수에 대해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
릴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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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이 옳다.

20  사과는 좋은 교우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21  사과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
여 주어야 한다.

01  (A) studying   (B) helping   (C) (to) pick   

 (D) was broken

02  I appreciate 

03  You seem to be busy, Minsu.

04 ⑴ how   ⑵ where   ⑶ why

05  ⑴ harder, more   ⑵ clearer, longer   

 ⑶ fewer, happier   ⑷ older, smarter    

 ⑸ sooner, better

06 ⑴  Tell me how Mary persuaded her parents to 

give her the car.

 ⑵  No one knows the day when Minju will marry 

the handsome guy of the idol group.

 ⑶  Bucheon is the city where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ill take place.

07  작은 실수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 큰 감정적인 상처가 

되는 것.

08  necessary, oved, hurt, close

09 It’s because she thought it was not important.

p.106~107

01  (A)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B) min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C) help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to부정사’를 취한다. (D) 다리가 부러졌다는 수동의 의미이므
로 ‘was broken’이 적절하다.

02  감사하는 표현으로 ‘Thank you for ~’나 ‘I appreciate ~’를 
사용할 수 있다.

03  ‘It seems that+주어+동사 ~’는 ‘주어+seem to+부정사’로 바
꾸어 쓸 수 있다.

04  각각의 선행사가 (1) 방법, (2) 장소, (3) 이유 등이다.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쓰지 않는다.

05  (1) 더 열심히 일할수록, 너는 더 많은 돈을 번다. (2) 동영상의 
화질이 더 선명할수록, 그것을 내려 받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다. (3) 더운 여름 날 수업이 더 적을수록, 학생들은 더 행복하게 
느낀다. (4) 그 소녀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녀는 더 똑똑해졌다. 
(5)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일찍 끝낼수록,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
치를 차지할 수 있다.

06   각각의 선행사에 맞게 관계부사를 쓰되, the way는 how와 같이 
쓸 수 없으므로, (1)에서 선행사 없이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만 쓰
는 것에 유의한다.

|모범답안| 

01  (1)  I’ll let you know how you can find the way.

 (2) This is how I help you walk freely.

 (3) I know how you set the table.

 (4) I wonder how you read the directions.

02  for ten years / funny, generous, and cheerful / 

she helped me / Two weeks ago / I forgot to 

take my lunch to school / shared her lunch with 

me

p.108

01  ⑤번은 ‘lend(빌려주다)’에 관한 설명이다. ‘borrow(빌리

다)’의 영어 설명은 ‘to get or receive something from 

someone with the intention of giving it back after a 

period of time(일정 기간 후에 돌려줄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

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거나 받다)’이다.

01 ⑤ 02 (s)tingy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I know you’re really busy studying, but do you 

mind helping me? 

08  Andy asks her[Jessie] to help him pick out something 

nice for Amy. 

0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④ 

14  ⑴  for which   ⑵ in which   ⑶ in which   

 ⑷ on which

15 ⑴  The more it rained, the more depressed she 

felt.

 ⑵  The more sincere her apology is, the better he 

will accept it.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Mike seemed to think it was nothing serious. 

21 ③ 22 sincere

p.109~113

07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08   사과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며, 사람들
은 마음의 상처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올 때 더 쉽게 상처받는다
고 하였다.

09   선민이가 그녀의 여동생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는 책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1   보기의 단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그림과 어법에 맞게 영작한 답
이면 된다.

20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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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반의어 관계다. 바른-틀린 : 후한-인색한

03  ‘걷거나 달리고 있을 때 무언가에 발을 부딪친 후 균형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다’는 의미로 ‘trip over(~에 걸려 

넘어지다)’가 적절하다.

04  ④번은 ‘Do you mind ~?’로 요청하는 표현이므로 직역을 하

면 ‘당신은 ~을 싫어하나요?’가 된다. B의 대답 ‘Yes, I do.’는 

‘네, 싫어합니다.’라는 거절의 표현인데, ‘볼륨을 줄일게.’라고 말

하는 것은 어색하다.

05  ⑤번은 ‘Do you mind ~?’로 묻는 요청의 말에 대한 거절의 표

현이다.

06   ②번의 ‘mind’의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

에 부정사 ‘to tell’로 바꾸어 쓸 수 없다.

07  ‘be busy+-ing’ 구문을 이용하여 ‘~하느라 바쁘다’를 표현하

고, ‘do you mind+-ing’ 구문을 이용하여 ‘~해 주겠니?’라는 

요청의 표현을 쓴다.

08  Andy는 Jessie에게 Amy에게 줄 선물로 괜찮은 것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09  Minsu가 여유를 가지기 위해 무엇을 할지는 대화에서 언급되

어 있지 않다.

10  Mina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

고 있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으므

로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11  ‘산 위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가 더 추워진다.’라는 문장이

다. as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꿀 수 있다. ① ‘당신이 산을 더 

높이 올라감에 따라 날씨가 더 추워진다.’의 뜻이다.

12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근육과 뼈는 유연성이 덜해진

다.’는 내용이다.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 정확

하게 사용된 문장이 답이다.

13  선행사가 the way일 때 how는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14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the way일 때, ‘전치사+관계대명사’는 in 

which를, 선행사가 the reason일 때 for which를 쓰며, 장소

나 시간의 명사가 선행사로 쓰일 경우, 각 단어에 알맞게 at/on/

in 등과 관계대명사 which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의 

경우 in 외에도 at이 가능하다.

15  (1) 비가 내린다는 표현은 비인칭주어 it을 활용한다. 과거 시제

임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2) well의 비교급이 better임에 유의

한다.

16  빈칸 (A)에는 동사 take가 쓰인다. 모두 take가 사용되지만 ②

번에는 동사 make가 쓰여 ‘결심하다’라는 의미의 make up 

one’s mind라는 의미를 완성한다.

17  신속한 사과는 당신이 사려 깊고,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thoughtful이라고 쓰

는 것이 적절하다.

18  주어진 문장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이며, it

이 가리키는 것 역시 to apologize to someone이다. 따라서 

④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9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실수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큰 감정적인 상처가 된다고 하였고, 가깝다는 이유로 사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③번은 글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다.

20  Mike는 그 일이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

다.

21  (A) Mike의 가벼운 사과에 더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B) 

사과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며, (C) 사과가 진실할수록 그것이 더 잘 받아들

여진다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reject: 거절하다

22  Mike의 사과는 진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June은 더 화가 난 

것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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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대학은 우리가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과목, 주
제’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subject‘가 맞다.

02  ‘흥미롭게도, 이 도서관은 종이로 된 책 대신에 전자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영영풀이> ‘비어 있는 공간에 어떤 물질을 넣다’
의 의미로 ‘be filled with’가 적절하다.

03  (A)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발생지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
미로 ‘no wonder’가 ‘~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의 의미로 
적절하다. ‘as well’은 ‘또한’의 의미이다. (B) ‘불가리아’라는 
이름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이름으로 여겨진다. ‘~로 여
겨지다’는 ‘be regarded as’가 적절하다.

04  ‘오랜 시간 동안 변화 없이 한 무리의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지
속되어 온 관습이나 행동 방식을 따르거나 속해 있는’의 의미로 
‘traditional(전통적인)’이 적절하다.

05  ‘어떤 식으로든 장식되지 않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의 의미
로 ‘plain(평범한)’이 적절하다.

06  ‘be worth+동명사’ 형태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watch’를 동명사 ‘watching’으로 바꾸어야 한다.

07  ⑤의 ‘포함하다-제외하다’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유의어 
관계이다. ①은 ‘만들다, 창조하다’, ②는 ‘생생한, 활기찬’, ③은 
‘흔한, 평범한’, ④는 ‘운영하다’라는 의미이다.

01  (1) 가격은 상품에 표시되어 있다. (2) 태극기에는 수많은 역
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 / ‘의미’라는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meaning’이 적절하다. (3) 말은 놀라운 동물입니다. 그들은 아

01 ④   02 be filled with 03 ③ 

04 ① 05 ② 06 is worth watching

07 ⑤

p.118

Have Fun with Art!

8

pp.8~12

01  ⑴ goods   ⑵ meaning   ⑶ amazing   ⑷ creative

02  plain, Plain, plain 

03  ⑴ performances   ⑵ Back then    

⑶ pay attention to   ⑷ break down

04  ⑴ boring, 지루한  ⑵ practice, 연습하다

 ⑶ cone, 원뿔

p.119

름답고, 강하며, 영리합니다. / 동사 ‘amaze’를 ‘animals’를 수
식하는 형용사로 ‘놀라운’의 의미를 가진 ‘amazing’으로 바꾸
어 준다. (4) 창의적인 사람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명사 ‘person’을 수식해야 하므로 동사 
‘create’의 형용사 ‘creative’가 적절하다.

02   • 우리 짐은 갈색이고 장식이 없습니다. • 평원과 사막이 수목이 
울창한 해안지대의 산맥과 태평양 연안에까지 뻗쳐 있었다. • 그
들은 평범한 얼굴보다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 
‘plain’은 명사로 ‘평원, 평야’, 형용사로 ‘보통의, 평범한, 수수한’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03   (1) performance: 공연 (2) back then: 그 당시에 (3)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4) break down: 부수다, 분
해하다

04   (1) 재미있거나 흥미롭지 않은 (2) 어떤 것에 숙련되기 위해 그
것을 규칙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연주하다 (3) 평평한, 
둥근 또는 타원형의 기초와 점이 형성될 때까지 좁아지는 꼭대
기를 가진 형태

Listen & Speak 1 A

1.  listen to, kinds, music library / cool, classical / Sure / one 

of my favorite musicians / more than / What do you like / 

fascinated, exciting

2.  finish / drew, plate / Sounds interesting / advice / myself 

surfing / fascinated by

Listen & Speak 2 A

1.  The other day, play / how did you like / main 

p.124~125

p.120~121

1  ②   2 ⑤

p.122

1 T 2 F 3 F 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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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s, performance, fantastic / as well / a little 

boring / should see / Only if, a lot of

2.  how do you like / a lot / What do you like most / 

learning different drawing skills, What / painting 

skills, with / work, creative / practice a lot

Real Life Talk

didn’t you / special / How did you like / fantastic / was 

fascinated by / creativity / No wonder,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What else / a gift shop, were printed 

/ anything / How do you like / looks great on

Wrap Up 1

festival, didn’t / performed / How did you like / special 

guest, called / heard / performance / No wonder

01   ‘How do you like ~?’는 ‘~은 어때?’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아니면 불만족하는지 묻는 표현이다.

02  ‘~에 매료되다, ~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④번은 ‘~
에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be satisfied with’를 사용해
야 한다.

03  빈칸 다음의 대답으로 보아, 빈칸에는 축제가 어땠는지 묻는 말
이 적절하다.

04  ‘How do you like ~?’는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아니면 
불만족하는지 묻는 표현이다.

01 How do you like 02 ④ 03 ③ 

04 ②

시험대비 기본평가 p.126

01 ②, ④  02 ① 03 ④ 04 ② 

05 She likes classical music. 

06 ② 07  ④

08   how do you like your art class? 

09 She thought it was very creative.

10  were fascinated by

p.127~128

01  빈칸 다음의 Andy가 한 말로 보아 만족이나 불만족을 묻는 표

현이 적절하다.

02  Bora는 미술관에 가지 않았다.

03  며칠 전에 연극을 봤다는 말에 → (C) 그 연극이 어땠는지 묻고 

→ (D) 주인공들이 좋았고, 그들의 연기가 훌륭했다는 말을 하

고 → (A) 이야기도 또한 좋았는지 묻는 말에 → (B) 그것은 

약간 지루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노래에 관한 대화 내용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05  질문: Sandy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가?

06  ‘one of+복수 명사’이므로 ‘musicians’가 되어야 한다.

07  ④번은 ‘축제는 어땠니?’라는 물음에, B가 ‘그것에 관해 들어봤

어. 가수가 유명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08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아니면 불만족하는지 묻는 표현인 

‘How do you like ~?’를 이용한다.

09  질문: Claire는 Allen의 작품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10  ‘~에 매료되다’라는 의미로 동사 ’fascinate ’를 과거분사 

‘fascinated’로 바꾸어 준다.

pp.8~12

01  He drew his father’s[dad’s] face on a plate.

02  How did you like it?

03 It was fantastic.

04  Only if you have a lot of time and money.

05  (It is) A Love Story in the War.

p.129

01   질문: Jim은 미술 과제로 무엇을 그렸는가? / Jim의 롤 모델

은 그의 아버지이므로 my role model을 his father 또는 his 

dad로 바꾼다.

02  Andy의 대답 ‘It was fantastic!’으로 보아 빈칸에는 샤갈 전

시회에 대해 어떤지 묻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질문: Andy는 Chagall 전시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04  ‘~해야만’의 의미로 ‘Only if+주어+동사 -’를 사용한다.

05  질문: 소년이 본 연극의 제목은 무엇인가?

p.130~131

1 ⑴ Feeling ⑵ being

2  ⑴ catching ⑵ reading

01  ⑤ 02 ④ 03  ② 

04  ⑴ working   ⑵ paying attention to 

⑶ crying

시험대비 기본평가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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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⑤ 02 ① 03 ② 04  ④

05 ② 06  Changed → Changing 07 ③

08  ③ 09 ③ 10 ② 

11  Cartoons not being regarded as an art form at 

that time 

12 Wanting everyone to enjoy his art 13  ①

14  ④ 15  ③ 16 ⑤

p.133~135

01   ‘be worth’는 V-ing(동명사)를 받는다. ‘be worthy of 

V-ing[being p.p.]’로도 표현 가능하며,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 형태로도 쓸 수 있다.

02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관련된 문제이다. ‘can’t help’는 

V-ing(동명사)를 받는다. ‘can’t but V(동사원형)’, ‘can’t 

help but V(동사원형)’로도 표현 가능하며, ‘have no choice 

but to V’ 형태로도 쓸 수 있다.

03  부사절을 써서 영작하면, ‘When people saw familiar 

images in art exhibitions, they found them refreshing.’

이 된다. ②가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적절히 전환했다.

04  부사절을 써서 영작하면, ‘Although pop art looks plain, it 

is filled with meaning.’이 된다. ④는 looks를 looking으

로 적절하게 표현한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 Although를 덧붙였

다.

05  각 문장을 해석하면, (1) ‘세계 역사와 문화 발전에 관한 책들은 

읽을 가치가 있다.’, (2) ‘그 집은 최소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음

에 틀림없다.’이다, 명사나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으며, ‘가치’의 

의미를 가진 것은 worth이다.

06  ‘흔한 물건들을 놀라운 예술로 변모시키면서’(능동의 분사 구문)이

므로 Changing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7  ③의 knowing은 ‘현재분사’로 쓰였다. ‘Brian은 그의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계획을 포기했다.’ 나머지는 모두 동명

사이다. ① ‘그 작가의 책들은 알 가치가 없다.’ ② ‘미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④ ‘주변에 한국인들이 거의 살지 않

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알 수밖에 없다.’ ⑤ ‘그녀의 문제가 불안

감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도 소용없었다.’

08  내용상 Though의 역접 관계가 아닌, As 또는 Because 등과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적절하다.

09   ‘be worth’는 V-ing(동명사)를 받는다. ‘be worthy of 

V-ing[being p.p.]’로도 표현 가능하며, ‘It is worth seeing 

and collecting the works ~’ 형태도 가능하다.

10  <보기>는 ‘약간 평범하고 흔해보일지라도, 팝 아트는 수많은 의

미로 가득 차 있다.’는 뜻으로, ② ‘11년간 마드리드에서 살아왔

지만, Angella는 여전히 스페인어를 잘 못한다.’는 문장과 함께 

‘양보’의 의미인 ‘역접’으로 사용되었다. ① ‘조건’ ③ ‘이유’ ④ 

‘이유’ 또는 ‘시간’ ⑤ ‘이유’

11  주어진 우리말의 부사절을 표현하면, ‘Though cartoons were 

not regarded as an art form at that time,’이고, 종속절과 주절

의 주어가 달라, 독립분사구문으로 Cartoons를 문두에 쓰고, 분사

구문 앞에 부정어 not을 쓰면 ‘Cartoons not being regarded as 

~’ 형태가 된다.

12  주어진  우리말의  부사절을  표현하면 ,  ‘As he wanted 

everyone to enjoy his art,’이고,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Wanting으로 표현하면, 적절한 답이 된다.

13  모든 문장이 ‘be worth V-ing’이다. 일반적으로 ‘주어가 V할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주어는 V-ing의 대상이다. ①은 ‘팝 아

트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인데, pay attention

은 전치사 to가 동반되어야 대상을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미

에 to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들이 사용된 문장들이다. ④는 ‘엎질러진 

우유를 보며 우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문장으로 ‘It is no use 

V-ing’일 때, crying이 맞는 표현이고, ‘of no use’가 쓰였을 때

는 ‘to V’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be worth’는 V-ing(동명사)를 취한다. ‘be worthy of 

V-ing(being p.p.)’와 뜻이 같고, ‘It is worth V-ing’, 또는 ‘It 

is worth while V-ing(또는 to V)’ 형태로도 표현 가능하다.

1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쓰는 글은 세 번 읽을 가치가 있다.’

라는 문장이다. ⑤는 ‘시인이 쓰는 글’ 또는 ‘시인에 의해 쓰여진 

글’이 아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이므로 주어의 성격이 다르

고, be worth 뒤의 동명사도 수동형으로 썼기 때문에 어법상 틀

린 문장이다.

01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를 쓴다.

02   ‘be worth V-ing’를 활용한다. worth에서 파생된 같은 의미의 
다양한 표현도 익혀두는 것이 좋다.

03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보면 ‘As[While] Billy watched 
the emotional scenes, she was moved.’가 된다. ②가 분
사구문으로 적절한 답이다. ① 과거분사 부적절 ③ 수동태형 부
적절 ④ ‘접속사+주어’가 있을 때는 분사구문 불가능 ⑤ 의미상 
‘양보’의 접속사 Though 부적절

04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be worth 
V-ing’에서 동명사를 수동형으로 쓰지 않는 것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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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⑴  visiting    ⑵ checking   ⑶  seeing   ⑷  buying

 ⑸ laughing   ⑹ laugh   ⑺ laugh   ⑻ to laugh    

 ⑼ advertising   ⑽ knowing   ⑾ to know   

 ⑿ carrying   ⒀ prepare   ⒁ preparing

02 ⑴  Being able to turn common objects into 

amazing art

 ⑵  Believing that art should be easy, pop artists 

broke

 ⑶  There not being any friends left around here

 ⑷ Finding his subjects in magazines and stores

03 ⑴  Gloria’s mom couldn’t help drinking the sour 

beverage to save her.

 ⑵ The expensive TV set was worth paying for. 

 ⑶  It was no use fixing the ceiling unless the water 

problem is resolved.

 ⑷  Those men were busy preparing for the awards 

ceremony.

 ⑸ Pop ar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04  ⑴  As Andy Warhol wanted to show that art i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he made many 

copies of his works.

 ⑵  Using daily images in a creative way, you can 

make a work of art for everyone.

 ⑶  When seeing familiar images in art exhibitions, 

people found them refreshing.

 ⑷  Using common images and everyday items, pop 

art looks plain.

 ⑸  Though[Although] looking plain, pop art is filled 

with meaning that art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또는 Looking plain, pop art is filled 

with meaning that art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⑹  Wanting everyone to enjoy his art, a pop artist 

set[sets] up his works in outdoor places.

 ⑺  Though cartoons were not regarded as an art 

form at that time, Roy Lichtenstein used them in 

making his works.

p.136~137

01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관련된 문제이다. 다양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be worth V-ing = be 
worthy of V-ing[being p.p.] = It be worth V-ing’이며, 
‘can’t help V-ing = can’t but V(동사원형) = can’t help but 
V(동사원형) = have no choice but to V’이다. ‘It is no use 
V-ing = It is useless[of no use] to V’, ‘There is no V-ing 
= It is impossible to V’이다.

02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다. 각 분사구문의 원래의 부사

절을 쓰면, (1) ‘As they were able to turn common objects 
into amazing art’, (2) ‘Since[As] they believed that art 
should be easy’, (3) ‘As[Since, Because] there were not 
any friends left around here’, (4) ‘While he was finding 
his subjects in magazines and stores’이다. (3)은 주절과 종
속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유도부사 there를 문두에 쓴 독립분사구
문이다.

03   ‘be worth V-ing’를 포함한 다양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들과 같
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많이 숙지하는 것이 좋다. 문제의 조건에
서 가장 짧은 형태의 문장을 영작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3)의 경
우 of no use를 useless로 바꾸면 단어들의 수가 더 줄어들겠지
만 동명사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한다.

04  어법상 어색한 것을 ‘한 단어’로 고치거나 이동하라고 언급한 문
제의 조건에 유의한다. (1) 접속사 As가 있으므로, wanting을 
wanted로 고친다. 동사가 과거 시제임에 유의.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As만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Use → 
Using (3) seen → seeing (4) Used → Using (5) 구조는 접
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형태이나, 의미상 Because가 어색하다. 역
접의 접속사 Though 또는 Although로 바꾸든가,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 (6) 분사구문이 양쪽에 나온 형태이다. 주절에 setting
을 동사 set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시제로 보고 sets라고 
해도 무방하다.) (7) 부사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데, 독립분사
구문 형태를 쓰려면 접속사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Though를 생
략해도, being not의 순서가 좋지 않아서, 차라리 being을 동사 
were로 고쳐 부사절을 만든다.

p.138

1 T 2 T 3 F 4 F

   확인문제

p.139

1 T 2 F 3 T 4 F

   확인문제

01 Welcome to, What, cartoons 

02 look like, Probably, think, are, famous works

03 is short for, popular art

04 It began in, wanted to

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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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lcome to the Pop Art Exhibition! What do you 

see? Paintings of soup cans? Big cartoons?

  2   Do they look like art works? Probably not, but 

think again. They are all famous works of pop art.

  3  Pop is short for popular. So pop art means 

popular art, or art for people.

  4   It began in the 1950s in America. Pop artists at 

that time wanted to create something fun and 

easy.

  5   Instead of difficult traditional art works, they 

turned their eyes to popular culture.

  6   They used images from TV, comic books, 

magazines, and advertising.

  7  When people saw familiar images in art 

exhibitions, they found them refreshing.

  8   Since then, pop art has become truly popular.

p.142~143

  9   People thought that art wa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10   By using daily images and bright colors, pop 

artists changed that thought.

11   Using common images, pop art looks plain. In 

other words, it doesn’t look artistic.

12   But it is still worth paying attention to. Although it 

looks plain, it is filled with meaning.

13   Let’s learn about some famous pop artists.

14   They became famous for their special artistic 

ability. They were able to change common 

objects into amazing art.

15   Andy Warhol is called the King of Pop Art. He 

found his subjects in magazines and stores.

16   One of his famous works is made up of pictures 

of Marilyn Monroe, the American actor.

17   Another work shows cans of soup. He made 

many copies of these works.

18   Why did he make copies of his works? He 

wanted to show that art i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19   Claes Oldenburg is another pop artist who made 

art fun.

20   He made sculptures of everyday items, such as a 

hamburger, cookies, and a brush.

21   In the beginning, he created soft sculptures. They 

were made of plastic, paper, and other soft 

materials.

22  For example, he used cloth to make toilets. Later, 

he made huge sculptures of daily items, such as 

an ice cream cone.

23   Wanting everyone to enjoy his art, he set up his 

works in outdoor places.

24   He also ran a store inside his studio to sell his 

works. For him, artistic works were fun goods for 

people.

25  Roy Lichtenstein used cartoons in his works. 

They were large and painted in lively colors.

26  He even included speech balloons in his 

paintings. Back then, cartoons were not regarded 

as an art form.

27   However, Roy Lichtenstein thought differently. He 

asked himself, ‘Why are they not?’

28   Then Roy Lichtenstein broke down the wall 

between high art and popular culture by adding 

cartoons to art.

29   Pop artists believed art should be easy. Anyone 

can create and enjoy art.

05 Instead of, traditional, turned, to

06 used, from, advertising 

07 familiar images, them refreshing 

08  become truly popular 

09 that, too, to understand

10 By using, changed that thought 

11 Using, looks plain. In other words, artistic 

12 worth paying attention to, is filled with 

13 famous pop artists

14 famous for, ability, able to change, into amazing 

15  is called, found, subjects in

16 is made up

17 Another work shows, made, copies

18 copies of his works, to show that, you see

19 another, who made, fun

20 sculptures of everyday items 

21 In the beginning, created, made of, soft materials

22  For example, cloth to make, huge sculptures, 

such as

23 Wanting, to enjoy, set up, outdoor

24  ran, inside, to sell, were fun goods

25 used, in his works, were, painted, lively colors

26  included, were, regarded as

27  However, differently, himself, Why, they not

28  broke down, between, and, by adding 

29  believed, should be, Anyone, create, enjoy

30  creating, pop art

31 By using, in, make, for, the most important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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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How about creating a work of pop art today?

31  By using daily images in a creative way, you can 

make a work of art for everyone. This is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pop art.

01  cartoon 

02  They used images from TV, comic books, 

magazines, and advertising. 

03  ③ 04 ④

05 He is called the King of Pop Art. 06  ④

07 ② 

08 He wanted everyone to enjoy his art.

09 ③ 10 [C]-[B]-[A]  11 ③ 

12  ② 

13  Pop artists believed art should be easy.

14  ④ 15 ⑤ 16  It began in 1950s.

17 ②, ④ 18 ④ 19 ④ 

20  He found his subjects in magazines and stores.

21 ③ 

22 He created soft sculptures in the beginning.

23  ④  24  ⑤ 25  cartoons

26  He added cartoons to art. 27  ⑤

p.144~147

01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익살스러운 그림 혹은 연속적인 그림은 
‘만화(cartoon)’이다.

02  팝 아트 작가들은 텔레비전, 만화책, 잡지 및 광고에 나오는 이
미지들을 사용했다.

03  사람들은 예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
다.

04  Andy Warhol이 자신의 작품들의 사본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
한 후 사본을 많이 만든 이유를 묻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
럽다.

05  그는 팝 아트의 왕이라 불린다.

06  글쓴이는 팝 아트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07  Claes Oldenburg는 부드러운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재료
를 언급하고, 변기를 만들기 위해 천을 사용했다고 좀 더 자세히 말
하고 있으므로 예시를 이끄는 For example이 가장 적절하다.

08  Claes Oldenburg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작품을 보고 즐기기를 
원했다.

09   Claes Oldenburg는 일상적인 물품들의 조각을 만든 예술가로, 
초기에 플라스틱이나 종이,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로 조각
품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일상 물품의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었다

고 하였으므로 ③번이 그의 작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Roy Lichtenstein은 작품에 만화를 사용했는데 [C] 당시
에 만화는 예술 형식으로 여겨지지 않음 [B] 하지만 Roy 
Lichtenstein는 다르게 생각하고 만화가 왜 예술로 간주되
지 않는지 의문을 품음 [A] 만화를 예술에 첨가함으로써 Roy 
Lichtenstein는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벽을 허물음

11  be regarded as: ~라고 여겨지다

12  글의 내용은 누구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13  팝 아티스트들은 예술이 쉬워야 한다고 믿었다.

14  (A)는 ‘작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① 일하다 ② 작동하
다 ③ 일, 직장 ④ 작품 ⑤ 효과가 있다

15  팝 아티스트들은 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16  팝 아트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17  팝 아트는 일상적인 이미지와 밝은 색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팝 아트의 의미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였으므로 ②, ④
번이 가장 적절하다.

18  Andy Warhol의 작품들로 미루어 보아 흔한 대상을 놀라
운 예술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④번을 
common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수프 통조림으로 팝 아트 작품을 만든 예시가 나와 있다.

20  Andy Warhol은 잡지와 상점에서 주제를 찾았다.

21  예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물품들이다.

22  Claes Oldenburg는 초기에 부드러운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하
였다.

23  Claes Oldenburg는 변기를 만들기 위해서 천을 사용했다.

24  밑줄 친 (A)는 목적어로 사용된 재귀대명사이다. ⑤번은 강조 용
법으로 사용되었다.

25  만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26  Roy Lichtenstein은 만화를 예술에 첨가하였다.

27  ⑤ Roy Lichtenstein은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벽을 허
물었다. built → broke down

pp.8~12

01  It means popular art or art for people.

02   popular culture, difficult traditional art works

03  미술 전시회에서 친숙한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들이 

신선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04  By using daily images and bright colors, pop 

artists changed people’s thought toward art.

05  It’s because it uses common images.

06  They were able to change common objects into 

amazing art.

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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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팝 아트란 대중 예술 또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이라는 뜻이다.

02  1950년대에,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은 전통 예술 작품보다는 대
중문화에 흥미가 있었다.

03  앞 문장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04  팝 아티스트들은 일상적인 이미지와 밝은 색을 씀으로써 예술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05  팝 아트가 평범해 보이는 이유는 흔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
이다.

06   몇 명의 유명한 팝 아트 작가들은 흔한 대상을 놀라운 예술로 바
꿀 수 있었다.

07  Andy Warhol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미국 배우인 Marilyn 
Monroe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작품 외에도, 그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대상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었다.

08  ‘예술’이 ‘재미있는’ 것이므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 fun을 쓰는 
것에 유의한다. 여기에서 쓰인 동사 make는 5형식 동사이다. ‘또 
다른 하나’를 말할 때는 ‘another’를 사용하며, ‘예술을 재미있게 
만들었던’이 ‘작가’를 수식하므로 관계대명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09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므로 Because 혹은 As를 써서 같
은 의미의 절을 완성할 수 있다.

10  부드러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Claes Oldenburg는 플라스
틱, 종이,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11  Roy Lichtenstein의 그림은 생기 넘치는 색들로 그려졌다고 
하였다.

12  ‘왜 만화는 예술로 간주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이다.

13  앞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01 unfamiliar 02 ④ 03 ② 04 ⑤ 

05 be made up of 06 ④ 07  ③

08  How do you like your food? 

09  ③ 10  ④ 11 ④ 

12 I have an interest in your drawing. 13 ③

p.151~155

01  반의어 관계이다. 활기 없는-활기 넘치는 : 친숙한-낯선

02  (A) 나는 텐트를 설치할 괜찮은 장소를 알고 있어. (B) 그들은 
나에게 떠나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해고되었다.

03  독창적이고 특이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능력

04  전통적 스타일이나 형식,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된 방법에 
기초하고,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05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06  ④번은 ‘나는 에릭 칼 특별전이라는 전시회에 갔습니다.’라는 말
로 ‘exhibition’은 ‘전시회’라는 의미이다.

07  ‘대중음악의 신나는 리듬이 정말 좋아.’라는 대답으로 보아 ③번
이 가장 적절하다.

08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아니면 불만족하는지 묻는 표현인 
‘How do you like ~?’를 사용한다.

09   주어진 문장이 ‘너는 미술관에서 또 무엇을 봤니?’라는 뜻이므로 
③번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Andy가 왜 티셔츠를 구입했는지는 대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
다.

11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말에 → (D) ‘그건 머
그컵이지 않니?’라고 묻고 → (B) ‘응’이라고 답을 하며 7년 동
안 사용해 왔다는 말에 → (A) 놀라움을 표현하고 → (C) 머그
컵이 어떤지 물어보고 → (E) 좋아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12  관심을 표현하는 말로 ‘be fascinated by’, ‘have an interest 
in’, ‘be interested in’, ‘be into’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
다.

13  ③의 meeting은 현재분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동명사로 사용
되었다.

14   There가 있는 ‘독립분사구문’이다. 해석을 해보면 ‘비록 만화가 
예술에 속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몇몇 팝 아티스트들은 
만화를 사용함으로써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
이다. 부사구와 주절이 역접 관계이므로, ‘조건’이나 ‘이유’가 아
닌, ‘양보’임을 알 수 있다. ‘양보’의 접속사 Though가 쓰인 ④

07  pictures, the American actor[actress], common 

objects

08 another pop artist who made art fun

09  Because[As] he wanted to everyone to enjoy his 

art

10  He used plastic, paper, and other soft materials.

11   They were painted in lively colors.

12  Why are cartoons not an art form?

13  일상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 

14 ④ 

15 ⑴ works were[are] worth seeing 

 ⑵ was so busy watching the show that 

16  ⑤ 17 ③ 18 ④ 

19  Pop is short for popular. 20  ③ 

21   People thought that art wa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22 ④ 23  ⑤

24  He included speech balloons in his paintings.

25  ③ 

26 The writer liked the story of the movie.

27 ⑤

28   정답 및 해설



가 적절하다.

15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을 활용하는 문제이다. (1)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티스트 Florentijn Hofman의 작품들은 볼 만
한 가치가 있었다.’는 문장이다. works가 복수이므로 ‘was 
→ were’로 고쳐 넣고, 동명사 visiting을 활용한다. were 대
신 are를 써도 좋다. (2) ‘민준이는 쇼를 보느라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는 문장이다. be busy V-ing를 활용 
‘watch → watching’으로 고쳐 단어를 배열한다.

16  분사구문의 부정은 not을 분사 앞에 쓴다. 접속사를 쓸 경우, 접
속사 뒤에 주어가 오면 분사구문은 쓸 수 없으므로 ①은 안 된
다. ②, ④는 내용이 반대가 되고, ③은 not의 위치가 틀렸다.

17  ‘작년에 뉴욕에서 열린 Andy Warhol의 작품전은 방문할만한 가
치가 있었다.’라는 문장이다. ‘주어+be worth V-ing’에서 주어가 
V-ing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 V-ing 뒤에 추가로 목적어를 쓰
지 않는다.

18  모두 팝 아티스트들을 지칭하지만 ④번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
는 말이다.

19  ‘pop’은 ‘popular(대중적인)’의 줄임말이라고 하였다.

20  팝 아트 작가들은 재미있고 쉬운 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하였으
므로 ③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1  사람들은 예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
었다.

22  그 당시에 만화는 예술 형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Roy 
Lichtenstein는 다르게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그의 남다른 생각
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3  일상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
을 위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팝 아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였다.

24  Roy Lichtenstein은 자신의 작품에 말풍선을 넣었다.

25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who
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26  글쓴이는 영화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27  영화를 보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는지는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다.

01 popularity 02 ④ 03 ① 04 ② 

05  Was the story good as well? 06 boring

07  ⑤ 

08  I prefer pop music to classical music.

09 ④ 10 ④ 11 ① 12 ② 

13 ②, ④ 14 ①, ④ 15 ③ 

16 They are famous for their special artistic ability. 

17  ⑤ 18  ⑤ 

19  He set up his works in outdoor places.

20 ③ 

21  magazines and stores, sculptor, cartoons

p.156~159

01  ‘형용사-명사’ 관계다. 창의적인-창의성 : 인기 있는-인기

02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제안하는 의견

03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 묻는 표현으로 ‘How do you like ~?’
를 사용한다. ‘What’을 ‘How’로 바꾸어야 한다.

04  Bora가 ‘Andy 야, 너 미술관에 갔었지, 그렇지 않니?’라고 묻
는 것으로 보아 미술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as well’은 문장 끝에서 ‘또한’의 의미로 사용된다.

06  ‘재미있거나 흥미롭지 않은’의 의미로 ‘boring’이 적절하다.

07  음악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08  ‘like A more than B’는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prefer A to B’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9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는 재귀대명사를 사용한다. ‘me’를 
‘myself’로 고친다.

10  종속절이 주절보다 앞선 시제이므로, 완료분사구문이 필요하
며 준동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쓰는 것이므로, Not having 
been invited로 시작하는 ④가 적절하다.

11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중 ‘be worth V-ing’에서 동명사는 능동
형으로 써야 한다. 단, be worthy of V-ing는 수동형 동명사 
being p.p.가 좋다.

12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중 ‘can’t help V-ing = can’t but V(동
사원형) = can’t help but V(동사원형) = have no choice 
but to V’와 관련된 문제이다. ② crying → cry

13  ‘be worth V-ing = be worthy of V-ing[being p.p.] =It 
be worth V-ing’ ② to buy → buying ④ ‘worth of being 
visited’에서 worth → worthy 또는 of being visited → 
visiting

14   앞선 문장과 같은 맥락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
서’ 혹은 ‘즉’이라는 의미의 연결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밑줄 친 (B)는 ‘주제’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과목 ② 피실험자 
③ 주제 ④ ~될 수 있는 ⑤ 주어

16  그들은 특별한 예술적인 능력으로 유명해졌다고 하였다.

17  Andy Warhol의 또 다른 작품으로 수프 통조림들을 보여준다
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옳다.

18  Claes Oldenburg는 일상적인 물품들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⑤번은 적절하지 않다.

19  Claes Oldenburg는 자신의 작품을 실외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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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답변은 팝 아트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③번이 가
장 적절하다.

21  Andy Warhol은 잡지와 상점에서 주제를 찾는 것을 좋아했고, 
Claes Oldenburg는 훌륭한 조각가였으며, Roy Lichtenstein
은 그의 그림에 만화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01  (A) fascinated   (B) painters   (C) were

02  (2) I was fascinated by its design. 

03  ⑴ Though other people laughing at cartoons,

 ⑵ Using common everyday objects and images,

04 the island in the East Sea, is worth protecting

05  There is no knowing how long the

06 ⑴  It having rained heavily the day before,

 ⑵  Strictly speaking,

 ⑶  Exhausted from a series of overtime work,

 ⑷ Finding the kitty the old lady had lost,

07  Pop art began in America in 1950s.

08  Pop artists at that time wanted to create 

something fun and easy.

09 familiar images

10 (A) touching   (B) Watching   (C) moved

11 He went to his friend’s house to watch a movie.

p.160~161

01  (A): ‘~에 매료되다’라는 의미로 ‘be fascinated by’를 사용
한다. (B) ‘one of the 최상급+복수 명사’로 단수인 ‘painter’
를 복수명사로 바꾸어 준다. (C) 주어가 복수 명사인 ‘Famous 
works’이므로 복수 동사 ‘were’가 적절하다.

02  밝은 색깔이 아니라 디자인에 매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03  분사구문을 배열하는 문제이다. 각각 (1) ‘양보’, (2) ‘이유’의 부
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이다.

04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be worth V-ing’를 활용한 문장이다.

05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there is no V-ing’를 활용한 문장이다. 
‘V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다.

06   (1) 원래의 부사절에서 비인칭 주어 it이 있으므로, ‘It having 
rained’와 같이 독립분사구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므로, 문 두에 People을 쓸 필요가 없
다. (3) 수동이므로 Exhausting을 Exhausted로 고쳐야 한다. 
(4) 능동이므로 Found → Finding이 적절하다.

07   팝 아트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08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것
에 유의하여 답한다.

09   사람들이 전시회에서 본 친숙한 이미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0   감정을 유발할 때에는 현재분사를, 감정을 느낄 때에는 과거분사

|모범답안| 

01  ① Playing the guitar, she composed a song.  

②  Holding something in her mouth, she is lying 

on the bed.

 ③  Walking in the bird park, he talked to the 

parrot. 

 ④ Watching TV, he didn’t hear the phone ringing.

02  Last Saturday / the concert hall / a musical / You 

and Me / my favorite actor was in it / the songs 

and dances / about a girl who invited her best 

friends to her birthday party / about their 

friendship / The main character was / sang many 

beautiful songs / fantastic / Singing along to the 

songs during the performance, excited

p.162

01  ⑤번은 ‘original(원본)’에 관한 설명이다. ‘copy(복사본)’

의 영어 설명은 ‘something that has been made to be 

01 ⑤ 02 familiar 03 ③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8  I drew myself surfing in the sea. 09 ②

10 I couldn’t take my eyes off it.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⑴  used everyday items

 ⑵  If they watch the pop artist making 

 ⑶ she got interested in the film

 ⑷ Though she was unhealthy

16 ② 17 (C)-(B)-(A) 

18 But it is still worth paying attention to. 19 ④

20 ③ 

21  It’s because he wanted to show that art i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22 other → another 23 ④ 24 ⑤ 

25 He ran a store inside his studio to sell his works.

p.163~167

를 쓰며, (B)는 주절의 주어가 분사구문의 주어와 같으므로 생략
되었다. 따라서 내가 감동적인 장면을 본 것이므로 현재분사를 쓰
는 것이 적절하다. (A)에 moving, (C)에 touched라고 써도 좋
다.

11   글쓴이는 영화를 보러 친구 집에 갔다고 하였다.

01   단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내용과 어법에 맞게 영작한 답이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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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ly like something else(다른 것과 똑같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02  유의어 관계이다. 조언, 충고 : 친숙한

03  ‘누군가 또는 어떤 것 대신에’의 의미로 ‘instead of’가 적절하다.

04  ④번은 책을 읽었다는 말에 대해 B가 그것을 혼자 시청했다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05  앞의 말에 동의할 때 사용하는 말로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No 

wonder.’가 적절하다.

06   (d)의 ‘them’은 ‘things like umbrellas, cups, and 

backpacks’를 가리킨다.

07  미술 과제에 관한 대화이므로 ④번이 가장 적절하다.

08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재귀대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사용한

다.

09  대화의 흐름상 연극이 어땠는지 묻는 말이 적절하다.

10  ‘can’t take A off B’: ‘B에서 A를 떼지 못하다’

11  ①, ④는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분사구문의 주

어를 쓴다. 날씨를 나타내는 ‘독립분사구문’은 주어 It을 쓴

다. ③, ⑤는 반대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주어

를 분사구문 앞에 쓸 필요가 없다. ① Drawing → My sister 

drawing ③ The structures observed → Observed ④ 

Not snowing → It not snowing ⑤ Maggy memorizing 

→ Memorizing

12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be worth V-ing’와 관련된 문제이다. 

‘be worthy of V-ing[being p.p.] = It be worth V-ing’ 

모두 같은 의미이며, ③과 같이 be worth가 있을 때는 능동

형으로 visiting을 쓴다. be worthy of가 있을 때는 being 

visited 가능하다.

13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중 ‘can’t help V-ing’와 관련된 문제이

다. ‘can’t but V(동사원형) = can’t help but V(동사원형) 

= have no choice but to V’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③ 

crying → cry

14  ④ 부사절로 고치면, ‘As there were no coins left’이다. 주

어가 다르므로, 유도부사 there는 생략할 수 없다. ‘Being no 

coins left → There being no coins left’가 적절하다.

15  각 문장의 분사구문은, (1) ‘양태’(그가 일상의 물건들을 사용하

듯이) (2) ‘조건’(그 팝 아티스트가 그림을 제작하는 것을 본다

면) (3) ‘이유’(그 영화에 흥미를 느껴서) (4) ‘양보’(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등이다. 각각에 맞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활

용하는 것에 유의한다.

16  위 글은 팝 아트의 의미와 팝 아트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17  (C)의 그 당시는 1950년대를 의미한다. 전통 예술 작품 대신 

대중문화로 눈을 돌렸다고 하였으므로 (B)에서 대중문화에 해

당하는 텔레비전, 만화책 등이 제시가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

온 후 (A)에서 그때부터 팝 아트는 정말 유명해졌다고 말하는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18  be worth Ving: V할 가치가 있다, pay attention to: ~에 주

목하다

19  팝 아트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다.

20  위 글은 Andy Warhol의 작품에 관한 설명이므로 Marilyn 

Monroe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배우이며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문장은 글의 흐름상 어색하다.

21  Andy Warhol은 예술은 매일 보는 것임을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 사본을 많이 만들었다.

22  other+복수명사, another+단수명사

23  빈칸 뒤에 other soft materials의 예가 오므로 ④ ‘예를 들면’

이 적절하다.

24  (A)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하기 위해서)으로 쓰

였다. ①, ③ 형용사적 용법 ② 진주어 ④ 동사의 목적어 ⑤ 부

사적 용법 중 목적

25  Claes Oldenburg는 작품 판매를 위해 작업실 안에 상점을 운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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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어진 단어는 반의어 관계에 있다. 따라서 ③번이 적절하다. 
①, ④ 매우 귀중한, ② 귀중한, ⑤ 돈이 드는, 비싼

02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할 여유가 되다(afford)’이다.
03  ① 그 연설자는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진지한 주제를 제안함으로
써 끝냈다. by Ving: V함으로써 ② 그는 사람들의 삶을 더 편
안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다. hit on: ~을 생각
해 내다 ③ 당신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가까스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④ 매주 그들은 노래를 만들고 함께 연주하
기 위해서 만난다. ⑤ 당신은 그녀가 그것을 공짜로 해주리라고 
기대할 순 없어요.

04  ① 우리가 이 물건들을 집안에 두는 것은 쓸모가 없어. useless: 
쓸모없는 ② 정부는 이민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control: 조
종하다, 통제하다 ③ 사람들은 쓰레기로 환경을 오염시킨다. 
pollute: 오염시키다 ④ 필터가 물속의 모든 오염물질들을 제거
하는 것은 아니다.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⑤ 우리는 그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whether: ~인지 아닌지

05  thanks to: ~ 덕분에, look forward to ~ing: ~하기를 고대
하다

06  모두 ‘동사-명사’의 관계이지만 attempt는 동사와 명사의 형태가 
같으며 attemption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01  (1) 나는 중국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어. (2) 너는 너의 소비를 통

01 ③   02 afford  03 ② 04 ③ 

05 ⑤ 06 ⑤

p.172

You Can Do It, Too

9

pp.8~12

01  ⑴ coin   ⑵ control   ⑶ business   ⑷ cost    

⑸ for free

02  fair 

03  ⑴ pollution   ⑵ limitation   ⑶ beautiful

04  ⑴  We can collect things like shoes and clothes 

that people no longer need.  

 ⑵ The entrance fee is $10 for adults.

 ⑶ Sam rides a bike not to pollute the air.

05  (A) to   (B) by   (C) for

06  success

p.173

제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3)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사업

체를 가지길 원해요. (4) 나는 그것이 전부 5달러만 들었다는 것

을 믿을 수 없어요. (5) 사람들이 무료로 일을 해 주길 기대할 수

는 없다.

02   fair는 ‘박람회’라는 의미 외에도 형용사로 ‘공정한, 타당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03   (1), (2) 동사에 어미 ‘-tion’을 붙여서 명사가 된 것이다. pollute

의 명사형은 pollution으로 만들 수 있다. (3) 명사에 어미 ‘-ful’

을 붙여서 형용사가 된 것으로, beauty의 형용사형은 beautiful

이다.

04   각각 (1) ‘모으다’ (2) ‘요금’ (3) ‘오염시키다’라는 말이 빠져 있

으므로 collect, fee, pollute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다.

05   (A) look forward to Ving: ~을 고대하다, think to 

oneself: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B) by Ving: V함으로써, by 

one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C) pay for: ~을 지불하다, 

blame A for B: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

06   ‘목적 또는 목표의 성취’는 ‘성공’이다.

Listen & Speak 1 A-1 

Can you draw / From, two triangles / like this / possible for 

you, without taking, off / how is that / at, four red points / 

any of the red points / first, the two triangles like this, 

triangles first / I get it

p.178~179

p.174~175

1  Is it possible for her to control them, too?   

2 she can drive the truck

3 I wish I lived in a big city.

p.176

1 F 2 T 3 F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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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 Speak 1 A-2

looking for, for / How old / five years old / to 

recommend / so / isn’t it, that looks like, love it / for me 

to take, off / ake it off, put it back / wonderful, take it

Listen & Speak 2 A-1

you have been late for, wrong / wake up early, can’t / 

wake you up / does, right away. I wish, could / An AI 

robot / that could make sure, give me breakfast / great

Listen & Talk 2 A-2

planning to visit / going to do there / spend most of my 

time, because, swimming pool / Can, swim well / I 

wish I could, have fun with, instead / What is that / It’s, 

go inside, walk on / must be

Real Life Talk

are, doing / drawing, my favorite superhero / great / 

could read people’s minds / for her to control / if she 

wants to / cool / have any favorite superheroes / could 

fly like him / even breathe in / can do anything

Wrap Up 1

What are you doing / flying / Are, good at / right now, 

practicing hard / As you know, run / for you to deliver 

orders / isn’t, it will be possible in / That,  be great

01   달이나 태양까지 날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말이므로 가주어 

it과 의미상의 주어 ‘for+목적격’을 적절히 이용하여 문장을 완

성할 수 있다.

02  가능을 묻는 표현인 ‘Is it possible for ~ to V?’는 ‘Is it 

likely that 주어 can V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3  Wendy는 계속해서 지각을 하고 있으므로, 일찍 일어나고 싶지

만 그렇게 안 된다는 의미가 자연스럽다.

04  이어지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Wendy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으

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01 (A) Is it possible for you   (B) Is it possible for you 

02 ③ 03 ③ 

04 I could have an AI robot.

시험대비 기본평가 p.180

01 ③  02 ④ 03 (D)-(A)-(C)-(E)-(B) 

04 ② 

05 It is because she can’t wake up early. 

p.181~182

01  가능성을 묻는 말에 긍정으로 답하고 있으므로 ③번이 적절하

다.

02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 빨간 점 중에서 아무 

점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하였다.

03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말에 (D) 엄마가 깨워주

시지 않느냐고 묻고 (A) 엄마가 깨워주시지만 자신이 바로 일

어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

함 (C) 인공지능 로봇이냐고 되묻자 (E)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B) 이 말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하는 순서가 자연스럽

다.

04  ⓐ는 ‘최근에’라는 말이다. 따라서 ②번이 적절하다.

05  Wendy는 일찍 일어날 수 없어서 지각한 것이다.

06  이어지는 말로 보아 A는 타임머신을 발명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

타냈음을 알 수 있다.

07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08  밑줄 친 부분은 가능성을 묻는 말이다. 따라서 ②번이 적절하다.

09  모자를 더 큰 것으로 교환할 수 있냐고 묻는 말에 긍정으로 대답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어색한 

대화이다.

10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hard는 형

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으므로 ‘I’m practicing hard’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여자는 Tom이 드론으로 샌드위치 배달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으

므로 ④번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2  가능을 묻는 말이므로 ‘Can you ~?’로 표현할 수 있다.

pp.8~12

01  Is it possible for you to draw this on the paper?

02  to draw it without taking your pencil off the paper

03 (1) 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를 그린다.

 (2) 삼각형 두 개를 먼저 그리고 원을 그린다.

04  I wish I could keep calm and pass the time.

 I wish I could create a shelter.

 I wish I could wait for help.

 I wish I could find food.

05  It is possible for Dr. Rebecca to read people’s 

p.183

06 I wish I could invent a time machine.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④

12  Can you deliver orders with your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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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능성을 묻는 표현이므로 ‘Is it possible ~?’로 물을 수 있으

며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체로 ‘for+목적격’을 이용할 수 있다.

02  연필을 떼지 않고 그것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03  원을 먼저 그린 후 삼각형 두 개를 그리거나, 삼각형 두 개를 먼

저 그린 후 원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04  바람이나 소원을 말할 때 ‘I wish’를 써서 나타낼 수 있다. 해석: 

내가 차분함을 유지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피

신처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도움을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음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05  닥터 레베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06  보라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 영웅은 스카이 X이다.

01  ④ 02 ⑤ 03 ③ 

04  I don’t know if you can help me,

05 I wish I we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06  David asked me whether there was a bathroom

07 If I were the girl, I would give up.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④

p.187~189

01   ‘I wish 가정법 과거’ 문장에서 주절에는 ‘동사의 과거형’ 또

는 ‘조동사의 과거+동사원형’이 온다. will make → would 

make 또는 made가 적절하다.

02  ⑤ 가정법 문장이라면 can을 could로, 직설법 문장이라면 

pushed를 push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if는 whether와 달리 ‘or 

not’을 바로 붙여서 쓸 수 없다.

04  의문사가 없을 때 간접의문문은 if로 시작한다. 주절의 I don’t 

know에 맞는 if 이하를 적절히 배열한다.

05  ‘I wish 가정법’ 문장에서 ‘~라면 좋을 텐데’라는 뜻을 나타낼 때, 

주절에는 ‘were’가 온다.

06  의문사가 없을 때 간접의문문은 whether로 시작한다. 주절의 어

순은 ‘whether+주어+동사’인데, 유도부사 there가 오는 문장은 

‘there+동사+주어’가 바른 어순이 된다.

07  가정법 과거 시제의 문장이다. If절에 과거동사 were를 쓰고, 주절

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를 쓴다.

08  ④만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이다.

09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정법의 주절에서 쓰이는 조동사이

다. ②의 could는 can의 과거시제이다.

10  ③만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간접의

문문의 명사절을 이끈다.

11  ‘~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 표현은 ‘If there were no ~’로 나타내

며, without 또는 ‘If it were not for ~’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

우 if를 생략해서 ‘were it not for ~’로 표현 가능하다. ② is → 

were

12  ‘I wish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시제의 반대 의미이므로, 

직설법의 couldn’t make를 can’t make로 고치는 것이 적절

하다.

13  ⓛ 직설법으로는, ‘Vanessa의 동생이 휴대폰이 없어서 한 대 

갖고 싶어 한다.’는 내용인데, 가정법으로는 ‘갖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다’가 되어 의미가 다르다. ③ 직설법과 같은 뜻이 되려면, 

가정법 과거완료 시제가 필요하다. ④ 가정법과 직설법에 모두 

p.184~185

1 ⑴ lived ⑵ were[was] ⑶ could

2  ⑴ if   ⑵ whether

01  ⑴ can → could   ⑵ has → had    

⑶ work → worked   ⑷ may might 

02 ④ 03  ④ 04  ③

시험대비 기본평가

01   모든 문장이 가정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구조는 ‘가정법 과

거’ 형태이므로, 조건절의 동사를 과거시제로, 주절의 조동사도 

과거형이 적절하다.

02   세 문장 모두 ‘~인지 아닌지’ 여부를 나타내는 명사절로서 접속

사가 들어가는 자리이다. 문두 또는 바로 다음에 or not이 오는 

경우 if는 불가능하므로, whether가 적절하다.

03  I wish 가정법 문장이다. 주절에 ‘동사의 과거형’ 또는 ‘조동사 

과거+동사원형’의 구조가 오는 답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명사절 접속사 if를 찾는 문제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조건

의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

p.186

minds and control them.

06  Bora’s favorite superhero is Sk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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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이 있어서 뜻이 반대된다. ⑤ 직설법으로 ‘비가 억수같이 와

서 가족 모두가 집에 있었다.’는 내용인데, 가정법은 ‘비가 억수

같이 온다면, 모든 가족이 집에 머무르지 않을 텐데.’가 되어 어

색하다.

14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if/

whether를 적절히 사용하여, 동사 ask의 목적어 자리에 쓰고, 

내용상 can의 과거시제 could를 활용한 ④가 정답이다. ① ‘소

녀가 로봇 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가 되어, 우리말과 일치

하지 않는다. ②, ③ 접속사 that을 쓰는 경우는 ‘~인지’라는 의

사를 묻기보다 ‘~이라는 것’이라는 사실과 관계될 때 쓴다. ⑤ 접

속사 whether는 올바르지만, could make는 ‘만들 수 있는지’

라는 뜻이고, made는 ‘만들었는지’가 되어 뜻이 같지 않다.

15  ① can → could ② can → could ③ will → would ④ is 

→ could be

16  (A)와 (C)는 ‘I wish 가정법’ 형태이다. 주절에 동사 또는 조동

사의 과거형을 쓴다. (B)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가 적절하다.

pp.8~12

01 ⑴  I wish I could pay the school fees for many poor 

girls to

 ⑵  I wish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s could filter

 ⑶  I wish the girl I met at a science fair had

 ⑷  the villagers helped me, I could build

02 ⑴  I asked myself that night if I could solve the 

problem of the polluted water.

 ⑵  Tony wasn’t sure if[whether] he could make it 

but he decided to try.

 ⑶  Whether Jane will follow her heart or not is 

important in her life.

 ⑷  Even her closest friends doubted whether she 

could do something for the girls in Africa.

 ⑸  Most people in my town are wondering if it will 

rain next week.

 ⑹  Sean couldn’t decide whether to reject the job 

offer or not.

 ⑺  The researchers want to know if[whether] my 

filtering system can clean up all the lakes not 

only in my village but also in other areas.

03 ⑴  But for  ⑵  If it were not for

 ⑶  Were it not for

 ⑷  As there is her invention, the town does

p.190~191

04  ⑴  Matilda wondered if she could borrow something 

from Mrs. Forestier.

 ⑵  Matilda asked Mrs. Forestier if she would lend 

her that diamond necklace.

05  wish the poor girls in Africa could go

06  wish I sang well like

07  Ask Mike if Susan speaks Korean.

08  Gloria was not sure if her baby was hungry or sad.

01   ‘I wish 가정법’, ‘If절의 가정법 과거’ 등에 유의하여, 주어진 단
어들을 적절히 배열한다.

03   ‘그녀의 발명이 없다면, 마을은 수질 오염 문제로 고통을 겪을 텐
데.’라는 내용으로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그녀의 발명이 있어서, 
마을은 수질 오염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가 된다. 가정법 과
거를 전제로, ‘Without = But for = If it were not for = Were 
it not for’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04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if를 사용하여, 대화의 내용 
(1) ‘Matilda는 Mrs. Forestier로부터 뭔가를 빌릴 수 있을지 궁
금해 했다.’와, (2) ‘Matilda는 Mrs. Forestier에게 그 다이아몬
드 목걸이를 빌려줄 것인지 물어봤다.’에 알맞게 바른 어순으로 배
열한다.

05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타깝게 느껴졌다.’라는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표현하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가 
된다. ‘I wish 가정법’을 활용하되, can’t가 could로 바뀌는 것
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06  ‘가수인 나의 할아버지처럼 노래를 잘하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
가 되도록 I wish 가정법에 동사 과거형 sang을 활용한다.

07  Susan이 3인칭 단수임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영작한다. 간접의
문문의 어순은 ‘if+주어+동사’임에 유의한다.

08  ‘확신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과거시제와 not이 쓰였음
을 알 수 있다. 시제에 유의하여, 적절히 영작한다.

p.192

1 T 2 T 3 F

   확인문제

p.193

1 F 2 T 3 F

   확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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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ho change, too young to be 

02 will meet, to make

03 when, came across, at, fair

04 robotic, that, open, close

05 surprised that, had cost her

06 wish, had, to myself 

07 a much cheaper, better 

08  failures, by using, was able to, for, of 

09 to share, for, with others for free

10 take what I have done, something useful 

11 No one, change, build, by working 

12 can’t, go to school, could go 

13 had this thought, realized that, afford 

14 if I could do something, had 

15  asked, buy me a sewing machine

16 bought me one, how to make

17 ten headbands, them

18 raised enough money, stop

19 a business, who, go

20 to the success, fees for, like, to go to school

21 pay for, textbooks, uniforms, amazing

22 advice, is, do something, a need, act

23 small, taking, lives

24  As, living, often found that, seriously polluted

25  how I could solve, hit on, to use

26  Useless, were, in

27  the small holes, could filter dirty matter, polluted

28  picked, washed them, placed, in a bowl of

29  After a while, it, much clearer

30  using, that, collected from, filtering

31 removed, the dirty matter

32  filtering system, clean up, not only, but also

p.194~195

  1  Who are the people who change the world? Do 

you think you are too young to be one of these 

people?

  2   In the following stories you will meet three 

teenagers who used their idea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3  One day, when I was fourteen, I came across a 

little girl at a science fair.

  4   She had a robotic hand that could only open and 

close.

  5   I was surprised that the hand had cost her 80,000 

p.196~197

dollars!

  6   ‘I wish she had a better robotic hand,’ I thought to 

myself.

  7   With that, I started to make a much cheaper and 

better robotic hand.

  8   After many failures, finally, by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I was able to make a useful robotic 

hand for the price of only 300 dollars.

  9   I decided to share the designs and software for 

my 3D robotic hand with others for free.

10   Maybe someone can take what I have done and 

do something useful with it.

11   No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ut we can 

build a better world by working together.

12   ‘Why can’t many girls in Africa go to school as I 

can? I wish they could go to school, too.’

13   I had this thought when I was twelve. I realized 

that their families couldn’t afford it.

14   I wondered if I could do something for those girls. 

Then I had an idea.

15   For my birthday, I asked my parents to buy me a 

sewing machine.

16   They bought me one, and I learned how to make 

headbands for myself.

17   I created ten headbands and sold them at my 

school.

18   Soon, I raised enough money to send one girl in 

Africa to school. I couldn’t stop there.

19   I started a business to help girls in Africa who 

couldn’t go to school.

20   Thanks to the success of my business, I can pay 

the school fees for many poor girls in countries 

like Kenya and Uganda to go to school.

21  I also pay for their textbooks, uniforms, and 

pencils. Isn’t it amazing?

22  My advice to you is to just do something. When 

you see a need, act.

23   Start small, taking little steps. Your warm heart 

can change lives.

24   As a young girl living in the countryside in India, I 

often found that the water around us was 

seriously polluted.

25  I wondered how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en I 

hit on the idea to use corn cobs.

26  Useless corn cobs were everywhere in my village.

27   I thought that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s 

could filter dirty matter out of the polluted water.

28   One day, I picked up some dried cobs al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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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washed them, and placed them in a bowl of 

dirty water.

29   After a while, I checked the water, and it looked 

much clearer.

30   Then, using corn cobs that I had collected from 

farmers, I built a filtering system.

31  My system removed 70 to 80 percent of the dirty 

matter from the water.

32   I hope my filtering system can clean up all the 

lakes not only in my village but also in other 

areas.

01  the people who change the world 02  ②

03  ④ 04 ⑤

05 He used 3D printing technology. 06  ③

07 Because their families couldn’t afford it. 

08 afford 09 ⑤ 

10 Useless Corn Cobs as Useful Water Filters 

11 ④ 12  ④ 13  ⑤ 14  ②

15  It’s because the girl’s robotic hand had cost her 

80,000 dollars. 16  ④ 17 to go

18 ② 19 (D)-(B)-(A)-(C) 20  ⑤

21 ④ 

22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s could filter dirty 

matter out of the polluted water. 

23  ③  

24  주변에 있는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

25  ③

p.198~201

01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02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용
한 세 명의 십대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②번이 가장 적
절하다.

03  글쓴이는 자신이 발명한 로봇 손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혼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일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4  많은 실패 뒤에 마침내 300달러짜리의 유용한 로봇 손을 만들
었고 이 로봇 손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과 무료
로 공유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적절하다.

05  글쓴이는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로봇 손을 만들었다.

06  ③번 뒤에 나오는 대명사 They와 one이 가리키는 것은 주어진 
문장의 my parents와 a sewing machine이다.

07  아프리카의 많은 소녀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들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08  무언가에 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밑줄 
친 ‘~할 여유가 되다(afford)’이다.

09   글쓴이는 머리띠를 10개 만들어 학교에서 팔았다고 하였다.

10  위 글은 쓸모없는 옥수수 속대로 유용한 물 여과 장치를 만든 이
야기이다.

11  과거동사의 병렬이므로 placed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Lalita는 농부들로부터 옥수수 속대를 모았다.

13  빈칸에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구) much, still, even, far, 
a lot이 들어갈 수 있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14  글쓴이가 만든 3D 로봇 손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5  소녀가 로봇 손에 8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말에 글쓴이는 놀랐다
고 하였다.

16  Easton은 겨우 접었다 펴지기만 하는 로봇 손에 8만 달러를 지
불한 소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로봇 손을 만들기 시작했다.

17  for many poor girls in countries like Kenya and 
Uganda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하므로 to부정사형으로 쓰
는 것이 적절하다.

18  이어지는 내용과 글 전체의 내용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act가 가장 적절하다.

19  (D) 아프리카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함 (B)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임을 알게 되고, 소녀들
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부모님에게 재봉틀을 사달라고 
말함 (A) 재봉틀로 머리띠를 만들어 한 명의 소녀를 도움 (C) 
여러 소녀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함

20  Mary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녀들을 돕기 위해 머리띠를 만들
어 파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21  주어진 문장의 the water는 글쓴이가 옥수수 속대를 넣은 더러
운 물을 지칭한다. 따라서 ④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2  옥수수 속대의 작은 구멍들이 더러운 물질을 오염된 물 밖으로 걸
러 낼 수 있었다.

23  (A)는 ‘~로(서)’라는 의미로 쓰인 전치사이다. ① ~이기 때문에 
② ~처럼, ~같이 ③ ~로(서) ④ ~하는 대로 ⑤ ~하다시피

24  Lalita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물이 심각하게 오염된 문제를 의미한
다.

25  옥수수 속대에는 좁은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작은 구멍들이 있다.

pp.8~12

01  He met her at a science fair.

02   소녀가 더 나은 로봇 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03  He was able to make a useful robotic hand for the 

price of only 300 dollars.

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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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aston은 한 과학 박람회에서 어린 소녀를 만났다고 하였다.

02  앞 문장에서 Easton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
이다.

03  Easton은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해서 단 300달러짜리의 유용
한 로봇 손을 만들 수 있었다.

04  혼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05  소녀는 비싼 로봇 손을 가지고 있었고 Easton은 자신의 디자인
과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하였다.

06   Mary는 부모님께 자신의 생일에 재봉틀을 사 달라고 부탁드렸
다.

07  사업의 성공 덕분에 Mary는 케냐와 우간다 같은 나라에 있는 
많은 가난한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수업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교복, 연필을 위한 비용도 지불할 수 있다.

08  조언은 셀 수 없으므로 단수 취급하며,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므
로 to just do something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물이 더 깨끗해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비교급 
강조 부사 much가 있으므로 clearer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10  그녀는 인도의 시골에 살고 있었다.

11  물을 걸러내기 위해 Lalita는 옥수수 속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
였다.

12  Lalita의 여과장치는 물에서 70~80%의 더러운 물질을 제거하
였다.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Is it possible for you to swim well?

08  Because his uncle has a big swimming pool.

09  ③ 10  ④ 11 ③ 12 ④

p.205~209

01  모두 ‘동사–명사’의 관계이지만, ⑤번은 ment라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는다. ① 참가하다 – 참가 ② 느끼다 – 느낌 ③ 빛나다 
– 빛 ④ (정보를) 알아내다, 알리다 – 정보 ⑤ mention: 언급

02  ‘~할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afford이다.

03  hit on: ~을 생각해 내다,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By 
Ving: V함으로써

04  <보기>에서 쓰인 fair는 ‘박람회’라는 의미이다. ①, ③ 공정한 
② 상당한, 제법 큰 ④ 박람회 ⑤ (날씨가) 맑은

05  대답에서 ‘너는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
아, 말하는 이의 가능성에 관해 묻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
다.

06  사막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감을 표현하면서 아주 
위험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어색하다.

07  가능성을 묻는 말이므로 ‘Is it possible ~?’을 이용할 수 있으
며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로 ‘for+목적격’을 명시해야 한다.

08  Mike의 삼촌이 큰 수영장을 가지고 계셔서 Mike는 대부분의 
시간을 삼촌 집에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09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공을 가지고 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Mike가 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머무를지는 대화에 나와 있지 않
다.

11  동사 asked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로서, 뒤의 or not과 호응
하는 것은 whether뿐이다. if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or not
을 문미로 보내면 가능하다. ① if or not 불가능 ② however
는 명사절을 이끌 수 없다. ④ could I는 어순 부적절 ⑤ 

04  We can build a better world by working together.

05  cheap → expensive, foot → hand, sell → share

06  She asked her parents to buy her a sewing  

machine.

07  the school fees, their textbooks, uniforms, and 

pencils, to go to school

08 My advice to you is to just do something.

09  clearer

10  She lived in the countryside in India.

11   She decided to use corn cobs to filter water.

12  Her system removed 70 to 80 percent of the dirty 

matter from the water.

13 ⑴  If I were an inventor, I could make cheaper 

and more convenient robotic arms.

 ⑵  If Jake weren’t wearing the skirt, he would not 

look like a school girl.

 ⑶  If there were a pen, I could write or draw a 

thing right now.

 ⑷  If Henry had the violin, it would be easy for 

him to perform the songs.

14 whether to study in England or Canada 15 ① 

16  ② 17 ⑤  18 ④ 19  ②

20  Do you think you are so young that you can’t be 

one of these people? 

21   She paid 80,000 dollars for it. 22 ⑤

23  ⑤

24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s could filter dirty 

matter out of the polluted water. 

25  ③ 26 ⑤

27  I don’t know if you can help me, but I hope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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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eded → could succeed

12  주어 역할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Though, As 
등은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내용상 ‘학생이 A를 
받을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whether가 맞다. if
는 문두에서 명사절을 이끌 수 없다.

13  직설법 현재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꿀 때, 종속절에는 동사의 과
거형을,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을 쓰는 것에 유
의하여, 문장을 전환한다. (4)에서 ‘it is not easy’는 가정법으
로 바꿀 때, 조동사 would를 활용하고, 내용이 반대가 되므로 
‘it would be easy’로 바뀌는 것에 유의한다.

14   윤호는 영국에서 공부할지 캐나다에서 공부할지 결정할 수 없었
다.

15  ①은 조건문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로 쓰였다. 나머지는 모
두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이다.

16  우리말은 ‘I wish 가정법’에 해당한다.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를 활용하되, 어순과 내용에 유의한다.

17  우리말은 ‘가정법 과거시제’를 의미한다. 가정법 과거에 맞게 동사
의 과거형을 쓰되, 이 예문의 경우 비인칭 주어 it과 동사의 과거형 
rained를 사용하는 것에 유의한다.

18  <보기>의 if는 가정법 과거 시제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
사로 쓰였다. ④를 제외하면, 모두 간접의문문의 명사절을 이끄
는 접속사로서 ‘~인지’라는 뜻이다.

19  (B) 과학 박람회에서 로봇 손을 가진 소녀를 만남 (A) 소녀가 
더 나은 로봇 손을 가지길 바라며 로봇 손을 만들기 시작하고,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여 만듦 (C) 자신이 만든 로봇 손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
함

20  ‘너무 ~해서 …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too ~ to V’는 
‘so ~ that S can’t V’와 같다.

21  소녀는 로봇 손에 8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였다.

22  Easton은 3D 로봇 손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⑤번이 글의 내용과 일
치한다.

23  ⑤번에  이어지는  글쓴이의  여과장치는  주어진  문장의  a 
filtering system을 의미한다.

24  Lalita는 옥수수 속대의 작은 구멍들이 더러운 물질을 오염된 
물 밖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5  Lalita는 여과 장치를 만들기 위해 옥수수 속대를 사용하였다.

26  ‘live in a happier place’이므로 ‘to live i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7  know의 목적어로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명사절 접속사 if 
혹은 whether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01 ⑤ 02 ③ 03 ⑴ useless   ⑵ robotic

04 Is it possible for you to solve the puzzle? 

05  (E)-(B)-(A)-(C)-(D) 06 ③ 07  ④

08  ③ 09  I would like to fly like him.

10 ② 11 ①, ③ 12 ④ 13 ④ 

14 ⑴ if he is going to come back here

 ⑵ if she had breakfast with the man

 ⑶  if anyone has seen my teacher’s book on the 

bench

 ⑷  if the professor and her students can come on 

time for dinner

 ⑸  if there are any clothes for us to give out to the 

poor villagers

 ⑹ if it will be cloudy the day after tomorrow 

15 ③ 16 ② 17  ④

18  wish I were[was] as tall as Jordan 

19  Bob knew Judy’s SNS address, he would visit 

her SNS

20  it not been for 3D printing technology, I wouldn’t 

have been able to make a useful robotic hand for 

the price of only 300 dollars 

21  ⑴ if it is going to rain today

 ⑵ if she can wash the parrot

 ⑶ if she got a cleaner’s license

 ⑷ if anyone will come to see her

 ⑸ if there is anything left to eat

 ⑹ if Becky has washed her before

22  ⑴ is → were[was]   ⑵ are → were

 ⑶ have → had   ⑷ is → were[was]

 ⑸ be → have been   ⑹ can → could

23  ⑴  Peter’s girl friend asked him if he really loved 

her.

 ⑵  Easton was not sure if he could make her a 

better dress.

 ⑶  Mary asked her parents if they would buy her 

a sewing machine for her birthday.

24  ② 25  ④ 26  ③

27  She started a business to help girls in Africa who 

couldn’t go to school.

28  ⑤번 → warm 29  ③

30  She hopes her filtering system can clean up all 

the lakes not only in her village but also in other 

areas.

31  ④

p.210~215

01  ‘실로 꿰매다’는 ‘바느질하다(sew)’이다.

02  get together는 ‘만나다, 모이다’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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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
지 않았다. (2) Sue는 최근에 로봇 진공청소기를 샀어. 그것은 
멋져 보여. 

04  가능을 묻는 표현은 ‘Is it possible to V ~?’이며,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for+목적격’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

05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E) 드론을 날리고 있다고 말함 
(B) 드론 조종을 잘하는지 묻자 (A) 지금은 별로 잘하지 못하
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함 (C) 드론으로 샌드위치 배달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D)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1~2년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06  아들을 위한 배낭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대화가 벌어지는 장소는 
쇼핑몰이 가장 적절하다.

07  모두 배낭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④번은 가주어 it이다.

08  배낭에 붙어 있는 모자는 세탁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

09   소망을 표현하는 말은 ‘would like to V’이다.

10  가능을 묻는 말이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의미상의 주어가 ‘for 
her’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that절에서 주어를 she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11  ② next Monday가 있으므로, 미래시제이다. 간접의문문
의 명사절에서 미래시제는 will을 써야 한다. ④ 부사 last 
weekend는 과거시제이다. will come → came ⑤ ‘if or 
not’은 쓰지 않는다. or not을 삭제 또는 문장 끝에 두거나 if 대
신에 whether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I wish 가정법 문장에서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쓴다.

13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으로 고치면 ‘가정법 과거’가 된다. If절
에 ‘과거동사(be동사일 경우 were 또는 was)’를, 주절에 ‘조동
사 과거+동사원형’을 쓰되, 직설법과 반대되도록 쓰는 것에 유
의한다.

14   의문사 없는 간접의문문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를 활용하
는 문제이다. 수와 시제, 어순 등에 유의한다.

15  ① doesn’t → didn’t ② can see → could see ④ can → 
could ⑤ follows → followed

16  ① work → worked ③ had helped → helped, can → 
could ④ know → knew ⑤ will → would

17  ① is the rumor → the rumor is ② depend → depends 
③ did Mr. Parker make → Mr. Parker made ⑤ that → 
whether

18  직설법에서 ‘Jordan만큼 키가 크고 싶다’고 했으므로, 가정법으로
는 ‘Jordan처럼 키가 크면 좋을 텐데’를 표현하는 ‘I wish 가정법’
이 적절하다.

19  직설법 문장을 해석해 보면, ‘Bob이 Judy의 SNS 주소를 모르
고 있고, 그녀의 SNS를 방문하고 싶어한다.’이므로, 가정법 과

거시제 ‘Bob이 Judy의 SNS 주소를 안다면 그녀의 SNS를 방
문할 텐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직설법에서 ‘300달러 가격에 유용한 로봇 손을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은 3D 프린팅 기술 때문이었다.’라고 했으므로, 가정법 과
거완료시제 ‘3D 프린팅 기술이 없었더라면, 로봇 손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래는 ‘If it had 
not been for’와 같이 해야 하나, Had가 문두에 있으므로, If가 
생략된 형태인 ‘Had it not been for’로 종속절을 만들고, 주절
에는 ‘조동사과거+have+p.p.’ 형태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21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생각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다. 간접의
문문으로 전환할 때, if 또는 whether를 사용하되, 문제의 조건
에서 whether는 쓸 수 없다고 했으므로 if를 이용하여, 수와 시
제에 맞추되, (3)과 같은 경우 과거시제에 맞게 if절에 과거 동사 
got을 쓰는 것 등에 유의한다.

22  문제에서 각 문장이 가정법이라고 했으므로, (1), (2), (3), (4)에 
나온 ‘if절’ 또는 ‘I wish’ 뒤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쓴다. be동사
는 were로 고친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거나 I인칭일 경우 was
를 쓸 수도 있다. (5) 내용상 과거시제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로 표현한다.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절에는 ‘조동사+have+p.p.’ 
를 쓴다. (6) and를 기준으로 동사원형 병렬 구조이므로, 조동사
만 고친다. can → could

23  기본적으로 간접의문문으로 전환할 때, 시제와 대명사, 수 일치, 
부사구 등에 유의하도록 한다.

24  글의 내용은 아프리카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글쓴이의 노력이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25  빈칸 (B)에는 전치사 for가 들어간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는 ‘of+목적격’으로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
낸다.

26  글쓴이는 아프리카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머리띠를 만들
어 팔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소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
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27  Mary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프리카 소녀
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28  타인을 돕는 행동에 관해 말하고 있으므로 ‘따뜻한 마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  밑줄 친 (A)는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모
두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지만 ③번은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이다.

30  Lalita는 자신의 여과 장치가 자신의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에 있는 모든 호수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31  Lalita가 만든 여과 장치는 물에서 70~80%의 더러운 물질을 
제거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전히 깨끗한 물을 만들 수는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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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ead people’s minds

02  Dr. Rebecca is Jessie’s favorite superhero.

03  Sky X can fly and do anything in space.

04 ⑴ I lived in Hawaii   

 ⑵ I were[was] the president of Korea  

 ⑶ I had a million dollars

 ⑷ every Wednesday were[was] a holiday

05  ④, ④ I don’t know if what the professor wrote is 

worth reading.

06 how I could solve this problem

07  It was to use corn cobs.

08  Useless corn cobs were everywhere in Lalita’s 

village.

09 air → water, leaves → cobs, moved → removed

10 if (또는 whether)

11 I wish I lived in Hawaii.

p.216~217

01  ‘I wish+주어+과거동사’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현
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 따라서 Jessie는 
닥터 레베카와 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02  Jessie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 영웅은 닥터 레베카이다.
03  Sky X는 하늘을 날 수 있고 우주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04  ‘I wish 가정법’ 문장에서, 주절에 ‘동사의 과거형’ 또는 ‘조동사
과거+동사원형’의 구조가 오도록 영작한다.

05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접속사 if 뒤에 that절이 왔
는데, 불완전할 경우 what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if 뒤에 쓰인 
‘what the professor wrote’가 명사절 주어이다. 해석해 보면 
‘나는 교수님이 쓴 것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가 된다. 그
러므로 that → what이 적절하다.

06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임에 유의하여 답한다.
07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Lalita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
는 옥수수 속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08   Lalita의 마을에는 쓸모없는 옥수수 속대가 어디에나 있었다.
09   Lalita는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속
대를 이용하여 오염 물질의 70~80%를 제거하였다.

10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불확실한 명사절을 이끌 때 쓰는 접속
사 if 또는 whether가 적절하다.

11   ‘I wish ~’는 ‘~하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
나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쓰인다.

|모범답안| 

01  for you to fly to the moon / 

 for you to travel to the sun

p.218

01  ① pay for: ~을 지불하다 ② thank A for B: A에게 B라는 

이유로 고마워하다 ③ for oneself: 스스로 ④ hit on: (생각

을) 떠올리다 ⑤ for free: 공짜로

02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03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오염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pollute를 쓸 수 있다.

04  look forward to Ving: V하기를 고대하다

05  come across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로 ‘to meet or find 

by chance’로 풀이될 수 있다.

06   (D)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음 (B) 한 달 동안 배워 

왔다고 답함 (C) 한국어를 읽는 것이 가능한지 물음 (A) 읽을 수

는 있지만 말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고 답함

07  세탁을 위해 모자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표현이다. 

따라서 ‘Can 주어 V ~?’로 표현할 수 있다.

08  ④ 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위 대화를 읽고 알 수 없다.

09  수영을 잘하냐고 묻는 말에 ‘아니’라고 답하며 ‘그렇지만 할 수 

01 ④ 02 ② 03 pollute 

04 She looks forward to meeting you tomorrow. 

05 ④ 06  (D)-(B)-(C)-(A) 

07  Can I take the cap off for washing? 

08  ④ 09 wish I could  10 ④, ⑤

11 She wakes Wendy up. 12 ④ 13 ④

14  ③ 15 ② 16 ④ 17 ⑤

18 ③ 

19  He decided to share the designs and software for 

his 3D robotic hand with others for free.

20 ⑤ 21 ② 

22 I wish they could go to school, too. 23 ② 

24 She started a business to help them. 25 ④

p.219~222

02   가정법 과거시제의 조건절과 함께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을 적절
히 이용하여 어법에 맞게 쓰면 정답.

02  ② If I had a puppy, I would walk it every day.

 ③ If it weren’t raining, I could go backpacking.

 ④  If Sam stayed longer, I would make some 

pizza for him.

03   I had a million dollars / help all the children who 

can’t afford to go to school / I were a famous 

singer / I would be on TV and my grandma 

would be happy / I were a bird / I could fly all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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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말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아니,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

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모두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④번은 

일찍 일어나길 몹시 기다린다는 표현이며 ⑤번은 항상 일찍 일

어나는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다.

11  Wendy의 어머니는 그녀를 깨워준다고 하였다.

12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같지 않다. 

④번은 ‘I want to have ~’ 혹은 ‘I’d like to have ~’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3  when은 ⓐ와 ⓑ에 넣으면 무리가 없으나, ⓒ에는 내용상 부적

절하다. whether는 ⓑ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세 개의 빈칸

에 공통으로 가능한 것은 if 뿐이다.

14  ③ ‘Mary가 버스를 놓친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

장은 어법과 의미에서 모두 어색하다. 가정법을 적절히 적용하

여 고치면, ‘If Mary missed the bus, she would be late 

for work.’가 된다.

15  주어진 문장은 ‘연경이 컨디션이 좋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두 배

의 스파이크 공격을 해낼 텐데.’라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다. 직

설법으로는 반대의 현재시제이므로, As가 이끄는 종속절과 주

절에 모두 현재시제가 있는 ②가 정답이다. ‘연경이 컨디션이 좋

지 않아서, 두 배의 공격을 해내지 않는다.’

16  보기에 주어진 could는 가정법의 주절에 사용된 can의 과거시

제형이다. ④는 공손한 질문을 위한 조동사이다.

17  보기에 주어진 if는 간접의문문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⑤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같은 역할이다. ⑤번은 조건의 부사

절을 만드는 if가 쓰였다.

18  주어진 문장의 that이 의미하는 것은 소녀가 더 나은 로봇 손을 

가지기를 바라는 Easton의 생각이다. 따라서 ③번이 가장 적절

하다.

19  Easton은 자신이 만든 3D 로봇 손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다

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20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이므로 ‘세상이 한 사람에 

의해 바뀔 수는 없다’는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21  Easton은 과학 박람회에서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다.

22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이므로 ‘I wish’가 이

끄는 절은 과거시제임에 유의하자.

23  자신이 소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의

미이다. 불확실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if이다.

24  Mary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프리카 소녀들을 돕기 위해 사업

을 시작하였다.

25  Mary는 자신의 이웃이 아닌 아프리카에 있는 소녀들을 돕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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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klace

SL

p.226

1 T 2 F 3 T 4 F

   확인문제

p.227

1 F 2 F 3 T

   확인문제

p.228

1 T 2 F 3 F 4 F 5 T

   확인문제

p.229

1 T 2 T 3 F 4 T 5 F 6 T

   확인문제

01 This is, in Paris

02 Although, nice, not happy

03 and wants, fancier

04 to herself, old house, boring, living

05 am home, what, have got

06 that 

07 invitation to, had to fight to get it 

08  Why would 

09 is wrong

10 nothing to wear, such a fancy party 

11 Don’t be, give you, Get yourself 

12 looking at, Amazing

13 not right 

14 What could be wrong 

15  going to do

16 What is it

17 no jewelry to wear, so poor

18 Call on, she will lend you

19 Let me go

p.230~233

20 to see, What brings you here

21 invited to

22 wonderful, excited

23 to say, no jewelry, borrow something from you

24  Here is

25  so many wonderful pieces

26  whatever you like

27 lend me this diamond necklace

28  Certainly, go enjoy

29  a perfect evening, admires her beauty

30  It is, when the Loisels leave

31 such a long night

32  it was worth it, danced with

33  you enjoyed yourself 

34  looking in, more look.

35  when we left the ball 

36  did, go find 

37  searches 

38  returns to, goes to

39  is not found, to lie to

40  broke, fix it, returning it

41  to find a similar one

42  May we look at

43  whispering, nearly the same

44  How much

45  francs

46  How about

47  really need it

48  it is

49  do not have, a huge amount of

50  borrow it 

51  buying, for, spends, paying

52  move to

53  gets a second job,washes, for

54  makes, old, worn

55  runs into, on

56  good morning 

57  Do I know you

58  it is me

59  believe it, have changed

60  have had, difficult times

61  What do you mean

62 you lent me, lost it

63 returned it

64  another one, like it, It, to pay for it

65  bought, to replace

67  Why didn’t you come, tell me, was not real,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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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is is Mr. and Mrs. Loisel’s home in Paris.

  2   Although the home is nice, Mrs. Loisel is not 

happy.

  3  She is young and pretty, and wants a fancier life.

  4   Mrs. Loisel: (to herself) Same old house and same 

boring dinners. I hate living here!

  5   Mr. Loisel: Matilda, I am home. Look what I have 

got for you!

  6   Mrs. Loisel: What is that?

  7   Mr. Loisel: An invitation to the Ambassador’s Ball. 

I had to fight to get it. Everybody wanted it.

  8   Mrs. Loisel: (crying) Why would I want it?

  9 Mr. Loisel: Matilda. What is wrong?

10   Mrs. Loisel: I have nothing to wear to such a 

fancy party. I cannot go.

11   Mr. Loisel: Don’t be sad. Here, I will give you 400 

francs. Get yourself a beautiful new dress.

12   Mr. Loisel: (looking at Matilda’s new dress) Amazing, 

Matilda. Beautiful!

13 Mrs. Loisel: Something is not right.

14   Mr. Loisel: What could be wrong?

15   Mrs. Loisel: (crying) Oh, no. What am I going to 

do?

16   Mr. Loisel: What is it, Matilda?

17   Mrs. Loisel: I have no jewelry to wear with my 

beautiful dress. I will look so poor!

18  Mr. Loisel: Call on your friend, Mrs. Forestier. I am 

sure she will lend you some of her jewelry.

19   Mrs. Loisel: That is a good idea! Let me go at 

once.

20   Mrs. Forestier: Matilda, it is so nice to see you! 

What brings you here?

21  Mrs. Loisel: We are invited to the Ambassador’s 

Ball.

22  Mrs. Forestier: The Ambassador’s Ball! That is 

wonderful! You must be excited.

23   Mrs. Loisel: Yes… And no. I am sad to say I have 

no jewelry. May I borrow something from you?

24   Mrs. Forestier: Sure! Here is my case.

25  Mrs. Loisel: Wow, you have so many wonderful 

pieces!

26  Mrs. Forestier: Choose whatever you like.

27  Mrs. Loisel: Would you lend me this diamond 

necklace? It is beautiful!

28   Mrs. Forestier: Certainly! Now go enjoy the ball.

29   Matilda has a perfect evening. Everybody at the 

ball admires her beauty.

p.234~237
30   It is very late when the Loisels leave the ball.

31  Mr. Loisel: It was such a long night. I am so tired.

32  Mrs. Loisel: But it was worth it. Do you know I 

danced with the Ambassador?

33   Mr. Loisel: I am glad you enjoyed yourself, but I 

have to go to work in the morning.

34   Mrs. Loisel: (looking in the mirror) Just one more 

look. (shocked) The necklace... It is gone!

35   Mr. Loisel: What? Did you have it when we left the 

ball?

36   Mrs. Loisel: Yes, I surely did. Please go find it!

37   Mr. Loisel searches the streets.

38   He returns to the ball and then goes to the police.

39   When the necklace is not found, Mr. Loisel tells 

Matilda to lie to her friend.

40   Matilda tells Mrs. Forestier she broke the 

necklace and would fix it before returning it.

41   The couple needs time to find a similar one.

42   Mr. Loisel: (to the jeweler) Excuse me? May we 

look at that diamond necklace?

43   Mrs. Loisel: (whispering) It is nearly the same. We 

must have it!

44   Mr. Loisel: How much is it?

45   Jeweler: 40,000 francs.

46   Mr. Loisel: How about 36,000?

47   Mrs. Loisel: Please, we really need it.

48  Jeweler: Well, then... 36,000 it is.I

49   They do not have 36,000 francs. It is a huge 

amount of money.

50   So they borrow it.

51   After buying the necklace for Mrs. Forestier, the 

couple spends ten years paying back the money.

52   They move to a very small place.

53   Mr. Loisel gets a second job. Matilda washes 

clothes for others.

54   Ten years of hard work makes Matilda old and 

worn.

55   After ten years, Matilda runs into Mrs. Forestier on 

the street.

56   Mrs. Loisel: Mrs. Forestier, good morning.

57   Mrs. Forestier: Do I know you?

58   Mrs. Loisel: Yes, it is me, Matilda.

59   Mrs. Forestier: Oh, I cannot believe it! You have 

changed so much.

60   Mrs. Loisel: I have had some difficult times 

because of you.

61   Mrs. Forestier: Because of me?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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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rs. Loisel: Do you remember the diamond 

necklace you lent me? Well, I lost it.

63   Mrs. Forestier: But you returned it to me.

64   Mrs. Loisel: No, I returned another one just like it. 

It took us ten years to pay for it.

65   Mrs. Forestier: You bought a diamond necklace to 

replace mine?

66   Mrs. Loisel: Yes.

67   Mrs. Forestier: Oh, my poor Matilda. Why didn’t 

you come to me and tell me the truth? My 

diamond necklace was not real. It was worth only 

500 francs!

01  ⑴ admire   ⑵ ball   ⑶ replace   ⑷ invitation

02  ② 03  ⑤

04 ⑴ (h)uge   ⑵ (n)early   ⑶ look

05  ④

06 ⑴  I had to fight to get the invitation to the 

Ambassador’s Ball.  

 ⑵ I have nothing to wear to such a fancy party.

 ⑶ I am sad to say I have no jewelry.

 ⑷ Matilda was sorry to lie to her friend.

 ⑸  The couple needs time to find a similar 

necklace.

 ⑹ It took us ten years to pay for the necklace.

07  to pay → paying

08  The necklace was worth only 500

09  He has got an invitation to the Ambassador’s Ball.

10  It is because she has nothing to wear to such a 

fancy party.

11 He gives her 400 francs.

12 I am sure she will lend you some of her jewelry.

13 a new dress, jewelry to wear

14 Choose whatever you like.

15 jewelry

16  She is visiting Mrs. Forestier because she wants 

to borrow her jewelry.

17 yourself

18 Matilda’s beauty is admired at the ball.

19 He tells her to lie to her friend.

20  They move to a very small place. Mr. Loisel gets a 

second job and Matilda washes clothes for others.

21  Ten years of hard work makes Matilda look old 

and worn.

22 They pay 36,000 francs to pay for it.

p.238~241

01  (1) admire: 존경하다, 칭찬하다. 당신은 그가 그 상황에 대처
한 방식을 존경해야 해요. (2) ball: 무도회. 그는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간다. (3) replace: ~을 대신하다. 많은 산업에서 기
계가 인간 노동을 대신하게 되었다. (4) invitation: 초대, 초대
장. 제가 안타깝게도 당신의 친절한 초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
니다.

02  ②의 영영풀이는 quality의 영영풀이이다. ① certainly: 확실
히, 틀림없이, 그럼요. 확실히, 의심 없이. ② amount: 양, 액
수. 어떤 것의 양. ③ jewelry: 보석류. 반지나 목걸이 같은 옷
이나 몸에 걸치는 장식물. ④ cry: 울다 · 슬픔, 아픔 등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다. ⑤ ambassador: 대사. 다른 나라
에서 자신의 나라의 공식적인 대표인 가장 높은 지위의 외교관

03  call on: 요청하다, ① respect: 존경하다 ② delay: 연기하다 
③ recommend: 추천하다 ④ invite: 초대하다

04  (1) huge: 거대한, 엄청난 (2) nearly: 거의 (3) look: 보기, 눈
길

05  (A) call on: 요청하다. 그것은 일본에게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
청했다. take on: 떠맡다, 고용하다 (B) pay back: 갚다, 돌려
주다. 나는 내년까지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take back: 취소[철
회]하다

06   ‘to부정사’가 들어가는 다양한 문장들이다. 각각 (1)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하기 위해서)’이다. (2) to부정사의 ‘형
용사적’ 용법으로, ‘앞의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3), (4) to부정
사의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 이유’이다. (5)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6)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고, 가주어-진주어 구문이다. ‘주어’로 쓰였다.

07   동사 ‘spend’는 목적어로 ‘시간, 노력, 돈’ 등을 받고, 관용적으로 
동명사가 와서 ‘~하느라 시간, 돈 등을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그 돈을 갚느라 10년을 보낸다.’는 문장이므로, to pay
를 paying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9   Loisel 씨는 아내 Matilda를 위해 대사님이 여는 무도회 초대장
을 가지고 왔다.

10   Loisel 부인이 무도회에 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런 고급스러
운 파티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12   be sure (that) ~: ~을 확신하다
13   해석: Matilda는 새 드레스를 가졌지만, 그녀는 그것에 어울릴 보
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14   whatever는 복합관계대명사로 불완전한 절을 이끌며 주절 내에
서 명사 역할을 한다. 이 문장의 경우 choose의 목적어를 이끌고 
있다.

15   보석을 의미하는 말이다.
16   Loisel 부인이 Forestier 부인을 방문 중인 이유는 목걸이를 빌리
고 싶어서이다.

17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로 재귀대명사를 쓴다. 이를 재귀
대명사의 재귀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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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도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Matilda를 감탄하며 바라본
다고 하였다.

19   Loisel 씨는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자 Matilda에게 그녀의 친구
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

20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곳으로 이사 가서 Loisel 씨는 부업을 구하
고 Matilda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빨래를 해준다.

21   10년 동안의 고된 일은 Matilda를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든다.
22   두 사람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36,000프랑을 지불한다.

01 reading 02 into 

03 ⑴ worn   ⑵ once   ⑶ similar   ⑷ shocked

04 ⑴ (d)ifferent   ⑵ (h)uge   ⑶ (a)dmire 

05  (r)eplace 

06 It takes me an hour to walk there and back. 

07  years of hard work makes Matilda old and worn

08  ⑤ 09  ④ 10 ③ 

11 ⑴ Whoever comes to this village 

 ⑵ whoever tries to make fool of good people

 ⑶ whatever he has in his hands 12 ① 

13 needs time to find a similar diamond necklace 

14 ② 15 ④ 

16 He had to fight to get it. 17  ③ 18  ④

19  ⑤번 → did 20  ⑤ 21  ④ 22  ③

23  The couple needs time to find a similar necklace.

24  Matilda tells Mrs. Forestier she broke the 

necklace and would fix it before returning it.

25  excited 26  ⑤

27  What brings you here? 28  ③ 29  go

30   It is because she has no jewelry to wear with her 

beautiful dress.

31  ⑤  

32  It is because they have to pay back the money 

they borrowed. 33  ⑤ 

34  It takes ten years for the couple to pay back the 

money.

35  on purpose → accidentally 36  ②

37  ④ 38  ⑤

39  It was worth only 500 francs. 

40  Matilda가 Forestier 부인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p.242~248

01  • worth: ~의 가치가 있는(형용사이지만 전치사처럼 쓰여, 뒤
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이 옴). 그의 책들 중 극히 소수만이 
읽을 가치가 있다. • spend 돈•시간 ~ing: 돈•시간 등을 ~하는 
데 보내다. 나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보낸다.

02  • run into: ~을 우연히 만나다. 나는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 fall into: ~에 빠지다. 돌고래는 깊이 잠들 수가 없다.

03  (1) worn: 지친. 우리 좀 앉을까? 난 너무 지쳤어. (2) at 
once: 당장. 당장 가는 것이 상책이다. (3) similar: 비슷한, 유
사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 왔다. (4) shocked: 
충격을 받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04  (1) 반의어 관계이다. borrow: 빌리다, lend: 빌려주다, 
similar: 비슷한, 유사한, different: 다른, 상이한 (2) 반의어 
관계이다. deep: 깊은, shallow: 얕은, tiny 아주 작은, huge 
거대한, 엄청난 (3) 동의어 관계이다. replace: ~을 대신하
다, substitute: ~을 대신하다, 대리하다, respect 존경하다, 
admire 존경하다

05  replace: ~을 대신하다. 어떤 것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대신
할 수 있을까?

06  it takes+목적어+시간+to부정사: (목적어)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07  ‘10년’은 ‘ten years’이다. 또한, 주어가 ‘10년’이라는 ‘단위’를 
말하고, 현재시제이므로 make를 make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
고, ‘늙고 수척해진’이라는 표현은 ‘old and worn’이므로 wear
를 worn으로 고쳐서 알맞게 배열한다.

08  보기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의 명사를 
수식’한다. ⑤번의 ‘to부정사’도 같은 역할이다. ① ‘부사적’ 용
법 ‘감정의 원인’ ②, ③ ‘부사적’ 용법 ‘목적’ ④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09   소망을 표현하는 말은 ‘would like to V’이다.

10  보기의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③번의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①, ④ ‘부사
적’ 용법-‘목적’(~하기 위해서) ② ‘부사적’ 용법 ‘감정의 원인’ 
⑤ ‘부사적’ 용법-‘판단의 근거’

12  ①은 ‘현재분사’이다. 해석하면, 그 왕자는 찢어진 드레스에 울
고 있는 소녀를 두고 떠났다.라는 뜻이다. 나머지는 모두 ‘동명
사’로 사용되었다. 특히 ②, ⑤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고, 
③, ④는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으로 ‘spend+시간+V-ing’, 
‘have difficult times V-ing’ 등으로, 꼭 암기하는 것이 좋다.

13  ‘필요하다’라는 우리말로 보아 ‘현재시제’임을 알 수 있다. 동사 
need를 needs로 형태 변화하는 것에 유의하여, ‘to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영작한다.

14   일반적으로 that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와, 명사절로서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경우 생
략 가능하다. ②는 It ~ that 강조구문으로 사용되었고, 문맥상 
when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생략은 불가능하다. ①과 ⑤는 명
사절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이며, ③, ④는 관계대명사의 목적
격이다.

15  관계대명사 what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며 주절에서 명사 역할
을 한다. ④번의 문장은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명사절 접
속사 tha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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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oisel 씨는 초대장을 얻어 내기 위해 싸워야 했다고 하였다. 

17  이어지는 대화에서 Loisel 씨가 아내에게 옷을 살 돈을 주겠다
고 말하고 있으므로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18  Matilda는 자신의 삶이 지루하고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Matilda는 이곳에서 살기 싫다는 말을 남편에게 한 것이 아니
라 혼잣말로 한다.

19  ‘I surely had it when we left the ball.’을 받아주는 문장이
므로 ‘I surely did.’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동사의 대동
사는 do(es), did를 쓴다.

20  밑줄 친 ⓐ는 ‘수리하다, 고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준비[주
선]하다 ② (음식을) 준비하다, 마련하다 ③ (움직이지 않게) 고
정시키다 ④ (날짜, 시간, 양 등을) 정하다 ⑤ 수리하다, 고치다

21  Loisel 씨는 아내가 즐거웠다고 말하자 기쁘다고 말했다.

22  Matilda는 대사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초조해하고 있다. 따라서 ③번이 가장 적절하
다.

23  부부는 비슷한 것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4  Matilda는 Forestier 부인에게 목걸이를 망가뜨려서 돌려주기 
전에 고쳐 주겠다고 말한다.

25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6  마땅한 보석이 없으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말이 가장 자연스
럽다. lend: ~을 빌려주다, borrow: ~을 빌리다

27  무슨 일로 왔느냐는 물음을 사물을 주어로 하여 표현할 수 있다.

28  Loisel 부인과는 달리 Forestier 부인에게는 많은 보석이 있다.

29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 쓰인다.

30  Matilda는 아름다운 드레스에 어울릴 보석이 하나도 없어서 자
신이 불쌍해 보일 것이라고 한다.

31  드레스에 어울릴 보석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슬퍼하는 부인에
게 Loisel 씨는 친구 Forestier 부인에게 가서 보석을 빌려달라
는 부탁을 해 보라고 제안하고, 이에 부인은 지금 당장 가봐야겠
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번이 가장 적절하다.

32  빌린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곳으로 이사
한다고 하였다.

33  Matilda를 늙고 지쳐 보이게 만든 것은 10년 동안의 고된 일이
다.

34  커플이 Forestier 부인에게 돌려줄 목걸이를 산 후 돈을 갚는 데 
십 년이 걸린다.

35  Matilda는 Forestier 부인을 우연히 만난다고 하였다. ‘우연히’
는 accidentally, by accident, by chance로 표현할 수 있다.

36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Matilda가 1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어 외모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Mrs. 
Forestier가 그녀를 알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7  모두 Matilda가 Forestier 부인에게서 빌린 목걸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④번은 Matilda가 부인에게 사준 목걸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38  밑줄 친 (B)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쓰였다. ① 
형용사적 용법 ② 명사적 용법 중 진주어 ③ 명사적 용법 중 주어 
④ 명사적 용법 중 목적어 ⑤ 부사적 용법 중 목적 (~하기 위해
서

39  Forestier 부인의 목걸이는 500프랑이었다.

40  Matilda가 Forestier 부인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한
다.

   47



6

01 성공, 성과 02 경기, 시합 03 해외에(서), 해외로

04 달성하다, 성취하다 05 상징, 상징물 

06 흔한 07 겪다, 경험하다 

08 진가를 알아보다, 인정하다 09 명확하게 

10 자취, 오솔길 11 (대단히) 놀라게 하다

12 온천 13 풍경 14 도처에

15 주요한, 주된 16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는 

17 자연의, 천연의 18 격자무늬, 격자무늬 천 

19 문화 20 추천하다 

21 걷잡을 수 없이, 극도로 22 경관, 전망 

23 확실히, 분명히 24 경쟁자, 경쟁 상대

25 몇몇의 26 사회 27 결혼(식)

28 제안하다 29 전통적인 

30 언젠가, 언제든, 훗날 31 마을, 부락, 촌락 

32 폭포 33 (특정한 곳의) 토박이의 

34 별명 35 훨씬 이전에 36 ~으로 덮이다 

37 ~로 가득 찬 38 ~의 도움을 받아서 

39 ~로 유명하다 40 일 년 내내 41 ~로 알려져 있다 

42 ~을 준비하다 43 생각이 나다, 생각이 떠오르다

p.02

01 rival 02 recommend 03 native 

04 abroad 05 someday 06 achieve 

07 landscape 08 throughout 09 several 

10 waterfall 11 success 12 view 

13 surely 14 carry 15 appreciate 

16 plaid 17 common 18 clearly 

19 match 20 wedding 21 trail 

22 amaze 23 twin 24 village 

25 natural 26 experience 27 nickname 

28 suggest 29 symbol 30 hot spring 

31 main 32 confused 33 traditional 

34 information 35 try on 36 filled with 

37 be famous for 38 prepare for 39 all year round 

40 be known as 41 be covered with 

42 with the help of 43 come to one’s mind

p.03

1 kiwi, 키위새  2 abroad, 해외에(서), 해외로  

3 hot spring, 온천  4 plaid, 격자무늬  5 match, 경기, 시합  

6 trail, 오솔길  7 wedding, 결혼식  

8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9 common, 흔한  

10 Maori, 마오리인  11 rival, 경쟁자, 경쟁 상대  

12 potluck,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는 식사  

13 rugby, 럭비  14 landscape, 풍경  15 hill, 언덕  

16 symbol, 상징, 상징물

p.04

Listen & Speak 1 A

1.  Let’s talk, traditional clothing, other / what a kilt is 

/ traditional clothing, looks like, knee-length, plaid 

pattern / with, plaid pattern / unique because / 

interesting, to try, on

2.  let’s talk about what, prepare / famous, How about 

/ popular, dish / What, look like / fried, with, potato 

chips / interesting. Let’s prepare

Listen & Speak 2 A

1.  finally arrived in / looking forward to, should, do / 

suggest, visit / the highest mountain, in a lot of / 

fantastic view / sounds, Let’s

2.  invited, potluck / know, food to share / 

recommend that / suggest, take, How about / 

spicy, easy to carry / for

Real Life Talk

Can you tell me about / a few years ago. First, let’s 

talk / What food, famous for / The most famous, filled 

with, melted / suggestion, will try, Are there, that are 

popular with / suggest, Independence, history / 

information / pleasure

Wrap Up

Welcome, capital, popular dish, Every year, lots of 

tourists, beautiful beaches

p.05~06

Listen & Speak 1 A

1.  B:   Let’s talk about traditional clothing from other 

countries.

    G: Hmm... Do you know what a kilt is?

    B: No, I don’t. What is it?

    G:   It is traditional clothing from Scotland. It looks 

like a knee-length skirt and has a plaid pattern.

p.07~08

교과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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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kirt of knee length with a plaid pattern?

    G: Yes. It is unique because it is a skirt for men.

    B: That sounds interesting. I want to try one on.

2.  G:   Brian, let’s talk about what we will prepare for 

the World Food Festival.

    B:   I will make a meat pie. It is famous in Australia. 

How about you, Sera?

    G:   I want to make a popular English dish, fish and 

chips.

    B: Fish and chips? What does it look like?

    G: It’s fried fish with hot potato chips.

    B: That sounds interesting. Let’s prepare them.

Listen & Speak 2 A

1.  B: Wow, we finally arrived in Hong Kong, Mom.

    W:   I’m looking forward to our visit. What should 

we do today, Mike?

    B: I suggest we visit Victoria Peak.

    W: Victoria Peak?

    B:  It is the highest mountain in Hong Kong and is  

in a lot of movies. We can enjoy the fantastic 

view.

    W: That sounds good. Let’s go.

2.  G:   My American friend invited me to a potluck 

dinner next Friday.

    B:   You know, you should take food to share at the 

dinner.

    G: What would you recommend that I take?

    B:   I suggest you take some Korean food. How 

about Gimbap, Suji?

    G: Yes. It’s not spicy and it’s easy to carry.

    B: I think it’ll be good for dinner.

Real Life Talk

Seho: Good morning.

Jessie, Andy: Hi, Seho.

Seho:   I will visit my uncle in Philadelphia this winter. 

Can you tell me about the city?

Jessie:   Sure. I was there a few years ago. First, let’s 

talk about food.

Seho:   Okay. What food is Philadelphia famous for?

Jessie:   The most famous food in Philadelphia is the 

cheese steak sandwich. It is a big sandwich 

filled with beef and melted cheese.

Seho:   Good suggestion. I will try it. Are there any 

places that are popular with tourists?

Andy:   I suggest you visit Independence Hall. It is bery 

important in American histoy.

Seho: Wonderful.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Andy: My pleasure.

Wrap Up

M:   Welcome to Australia. The capital of Australia is 

Canberra. People speak English. Meat pie is a     

  popular dish in Australia. Every year, lots of 

tourists visit the Sydney Opera House and the 

beautiful beaches in Melbourne.

01 place, natural beauty, waterfalls 

02 has two main islands

03 covered with, all, round

04 be amazed by, views

05 hot springs, areas with

06 Because of, been made 

07 will surely appreciate, nature 

08 hear, comes to, mind 

09 Maybe, but, couple, meanings

10 name, delicious, fruit 

11 grown, so, known as 

12 also, one, native birds 

13 special, because, symbol, nation 

14 Also, nickname for, from 

15  are sometimes called, throughout 

16 that, name, fruit, also

17 confused, uses, which, meanings

18 let’s talk, native people

19 on, long before, arrived

20 important part, today’s, society 

21 is taught, there are

22 villages, many parts, country

23 visit, villages, experience, culture

24  say, glad, hear, means

25  Have, ever watched

26  scary, shout, move, wildly

27  who, heard, doing, as

28  however, matches, other, events

29  example, national, before, match

30  famous all over

31 agree that, must, scared

32  Like, national symbol

p.09~10

01 a place of natural beauty, lakes, waterfalls 

02 two main islands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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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re mountains, are covered with, all year round

04 be amazed by, fantastic views

05 many hot springs, with

06 Because of, natural beauty, have been made 

07 will surely appreciate 

08 hear, comes to your mind 

09 a couple of meanings

10 the name, delicious 

11 is grown, so, is known as 

12 one, New Zealand’s native birds 

13 special to, because, symbol 

14 a nickname for, from 

15  are sometimes called, throughout the world 

16 that, the name of

17 confused, uses, which has several meanings

18 let’s talk, They, the native people

19 live on,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20 an important part, today’s, society 

21 is taught, there are

22 There are, in many parts of

23 visit, villages, experience, culture

24  say, to, will be glad to hear, means

25  Have, ever watched

26  look scary because, shout, move, wildly

27  who, heard about, doing, as

28  however, do, at sport matches, other important 

events

29  For example, national rugby team members, 

before every match

30  famous all over

31  will, agree that, must be scared

32  Like, a national symbol

  1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다.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호수와 폭포들이 많다.

  2   뉴질랜드에는 남섬과 북섬, 두 개의 본섬이 있다.

  3   남섬에는 일 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들이 있다.

  4   당신은 굉장히 멋진 경관에 놀랄 것이다.

  5   북섬에는 많은 온천과 호수, 초원 지역이 있다.

  6   뉴질랜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되었다.

  7   뉴질랜드를 방문하면, 분명히 그 자연의 진가를 인정할 것이다.

  8   키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9   아마도 과일이 떠오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 키위는 몇 가지 

뜻이 있다.

p.13~14

10   먼저, 키위는 맛있는 초록색 과일의 이름이다.

11   많은 키위가 그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키위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12   키위는 뉴질랜드 토종 새의 이름이기도 하다.

13   키위 새는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특별하다.

14   또한, 키위는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기도 

하다.

15   오늘날 뉴질랜드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키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16   이제, 당신은 키위가 과일과 새, 그리고 국민의 명칭이라는 

것을 알았다.

17   다음에는 누군가가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혼동하지 마라. 

그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8   이제, 마오리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다.

19 그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오래 전에 이 섬에 와서 살았다.

20 마오리족의 문화는 오늘날 뉴질랜드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21   몇몇 학교에서 마오리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마오리어의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있다.

22 나라의 여러 곳에 마오리 마을이 있다.

23 당신은 마오리 마을을 방문해 마오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24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kia ora”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은 영어로 “안녕”이라는 

뜻이다.

25 하카를 본 적이 있는가?

26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들의 몸을 사납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카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다.

27   당신이 이미 그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겠지만, 마오리인들은 

전쟁 춤으로 하카를 추기 시작했다.

28   하지만, 오늘날 뉴질랜드 사람들은 하카를 운동 경기, 결혼식 

또는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한다.

29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럭비 국가 대표 팀 선수들은 모든 경기 

전에 하카를 춘다.

30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31   당신이 하카를 본다면, 상대 팀이 틀림없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에 아마 동의할 것이다.

32 키위와 마찬가지로 하카는 나라의 상징이다.

  1   New Zealand is a place of natural beauty.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2   Ne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the South 

Island and the North Island.

  3   In the South Island, there are mountains that are 

covered with snow all year round.

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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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ou will be amazed by the fantastic views.

  5   In the North Island, there are many hot springs, 

lakes, and areas with green grass.

  6   Because of its natural beauty, many famous 

movies have been made in New Zealand.

  7   If you visit New Zealand, you will surely appreciate 

its nature.

  8   When you hear the word kiwi, what comes to your 

mind?

  9   Maybe a fruit, but, in New Zealand the word kiwi 

has a couple of meanings.

10   First, kiwi is the name of a delicious, green fruit.

11   A lot of kiwi fruit is grown there, so New Zealand 

is known as the land of kiwi fruit.

12   Kiwi is also the name of one of New Zealand’s 

native birds.

13   The kiwi is special to New Zealanders because it 

is the symbol of the nation.

14   Also, kiwi is a nickname for people from New 

Zealand.

15   Today, New Zealanders are sometimes called 

Kiwis throughout the world.

16   Now, you know that kiwi is the name of a fruit, a 

bird, and also a people.

17   Next time , don ’t become confused when 

someone uses the word kiwi, which has several 

meanings.

18   Now, let’s talk about the Maori. They are the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19   They went to live on the islands long before 

Europeans arrived.

20   The Maori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today’s 

New Zealand society.

21   The Maori language is taught at some schools 

and there are Maori language radio and TV 

stations.

22   There are Maori village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23   You can visit Maori villages and experience Maori 

culture.

24   If you say “kia ora” to the villagers, they will be 

glad to hear it. It means “hi” in English.

25 Have you ever watched the haka?

26   The haka may look scary because haka dancers 

shout and move their bodies wildly.

27   The Maori people, who you’ve already heard 

about, started doing the haka as a war dance.

28   Today, however, New Zealanders do the haka at  

      sport matches, weddings, or other important 

events.

29   For example, New Zealand’s national rugby team  

members do the haka before every match.

30   It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31   If you see the haka, you will probably agree that 

the rival team must be scared.

32   Like the kiwi bird, the haka is a national symbol.

Before You Read

1. a popular sport

2. in the southern part of

3. the native people, have their culture

Enjoy Writing

1. Invite

2. Do, know about

3. two main islands, smaller islands

4.   Its capital

5. which, a bird native, one of the symbols

6.   If, come to, should visit, Maori village, which, the 

native culture

7. suggest, try, traditional dish

8. cook meat, vegetables, with heated rocks

9. to enjoy the beautiful nature

10. happy to invite, beautiful country

Project Step 1

1. Let’s talk, are going to look into

2. Which country, prefer, or

3. suggest, search for, on

4. a lot of, to work with

5.   Okay

p.19

Before You Read

1.   Rugby is a popular sport in New Zealand.

2.   New Zealand i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world.

3.   The Maori people are the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and have their culture.

Enjoy Writing

1.   We Invite You

2.   Do you know about New Zealand?

3.   It has two main islands and 600 smaller islands.

4.   Its capital is Wellington.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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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kiwi, which is a bird native to New Zealand, is 

one of the symbols of the country.

6.   If you come to New Zealand, you should visit a 

Maori village, which shows the native culture of  

New Zealand.

7.   We suggest you try a traditional dish of the Maori 

people.

8.   They cook meat and vegetables in the ground with 

heated rocks. It is great.

9.   Many people visit New Zealand to enjoy the 

beautiful nature.

10.   We are happy to invite you to this beautiful 

country.

Project Step 1

1.   A:   Let’s talk about which country we are going to 

look into.

2. B:   Which country do you prefer, Australia or the 

UK?

3. C: I suggest we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UK.

4.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o work with.

5. D: Okay.

7

01 진심으로 02 우연히, 뜻하지 않게 

03 관계 04 삭제하다 05 감정적인 

06 ~을 준비하다 07 특히, 유난히 08 책임 

09 적절한, 제대로 된 10 너그러운 

11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12 포함하다

13 (관계를) 끝내다, 끊다 14 사례, 경우 

15 심각한, 진지한 16 대충하는, 건성의 17 의견, 제안  

18 사려 깊은, 생각에 잠긴 19 필요한 

20 꺼리다, 싫어하다 21 후회하다 22 사과

23 느긋한, 여유 있는 24 진정한, 진심 어린 25 상처, 부상

26 사과하다 27 용감한 28 무시하다

29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30 빌리다 

31 긴장하는, 초조해 하는 

32 소리가 큰, 시끄러운 33 의도하다 

34 식판, 쟁반 35 ~에 걸려 넘어지다 

36 ~에 마음을 쓰다, ~에 관심을 가지다 37 ~에 부딪히다 

38 즉시 39 진심으로 40 (소리를) 줄이다 

41 ~을 웃어넘기려 하다 42 ~에 책임을 지다 

43 ~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

p.21

01 delete 02 suggestion 03 thoughtful 

04 accidentally 05 mind 06 appreciate 

07 casual 08 especially 09 generous 

10 case 11 responsibility 12 prepare 

13 break 14 intend 15 serious 

16 sincere 17 proper 18 regret 

19 ignore 20 include 21 relaxed 

22 apologize 23 emotional 24 humorous 

25 brave 26 mistake 27 apology 

28 relationship 29 sincerely 30 wound 

31 loud 32 treat 33 borrow 

34 necessary 35 bump into 36 laugh off 

37 pass by 38 trip over 39 turn down 

40 take responsibility for 41 pick out 

42 with all one’s heart 43 get along with

p.22

1 appreciate, 감사하다  2 mistake, 실수  

3 ignore, 무시하다  4 relationship, 관계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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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ponsibility, 책임  6 accidentally, 우연히  

7 brave, 용감한  8 casual, 대충하는, 건성의  

9 delete, 삭제하다  10 apology, 사과   

11 sincere, 진정한, 진심어린  12 suggestion, 제안  

13 thoughtful, 사려 깊은  14 prepare, 준비하다  

15 regret, 후회하다  16 generous, 관대한, 너그러운

Listen & Speak 1 A-1

mind turning down / No, I don’t, loud / hear / turn it 

down / Thanks, lot

Listen & Speak 1 A-2

accidentally broke, favorite plate / That’s too bad / 

Do you mind telling, how to say sorry to / not at all, 

apologize sincerely / with all my heart

Listen & Speak 1 A-3

mind coming / early / that, borrowed before class / 

let’s / then

Listen & Speak 1 B

mind being quiet / but, can’t / mind picking up trash / 

can’t

Listen & Speak 2 A-1

seem to be busy / preparing for, contest / contest 

last year / great / are good at getting, rhythm / need 

to, relaxed, nervous / advice, helpful, appreciate, 

advice / pleasure

Listen & Speak 2 A-2

lost / Let me help, What, like / is written / yours, 

under / appreciate, help / No problem

Listen & Speak 2 B

Let, show / appreciate / Let me carry, backpack / 

appreciate your help

Real Life Talk

What’s up / present, (You’)ve, been, for, haven’t / 

since, elementary / busy studying, do you mind 

helping, help me pick out something nice / problem, 

present for / was broken, carried / of her / how 

about, broke, recently / Thank you, suggestion

Wrap Up 1

am planning to go / cool, used to live / Do you mind 

telling, what to do / Not at all, beaches, should visit / 

swimming, else / don’t you, everywhere / How about 

/ raw fish, fresh, delicious / appreciate, tips

Wrap Up 2

well, might have caught, needs to, in an hour, to 

meet, instead, should, say

p.24~26

Listen & Speak 1 A-1

B: Judy, do you mind turning down the volume?

G: No, I don’t. Is it too loud?

B: Yes, it is. I can hear it in my room.

G: I’m sorry. I’ll turn it down.

B: Thanks a lot.

Listen & Speak 1 A-2

G: I accidentally broke my mom’s favorite plate.

B: That’s too bad, Mina.

G: Do you mind telling me how to say sorry to her?

B: No, not at all. You should apologize sincerely.

G: I see. I’ll talk to her with all my heart.

Listen & Speak 1 A-3

B:   Karen, do you mind coming to my house 

tomorrow at 7 a.m.?

G: That’s very early.

B:   I know, but I need the book that you borrowed 

before class.

G: I see. Then let’s meet at seven.

B: See you then.

Listen & Speak 1 B

A: Hellen, do you mind being quiet?

B: No, I don’t. / Sorry but I can’t.

A: Hellen, do you mind picking up trash?

B: No, I don’t. / Sorry but I can’t.

Listen & Speak 2 A-1

G: You seem to be busy, Minsu. Can I come in?

B:   Sure. I’m preparing for the dance contest, but it’s 

not easy.

G: I can help you. I was in the contest last year.

B: Really? That would be great, Amy.

G:   You are good at getting into the rhythm. But one 

thing you need to do is to be more relaxed. You 

are too nervous.

B:   Your advice is very helpful. I really appreciate your 

advice.

G: It’s my pleasure.

Listen & Speak 2 A-2

B: Irene, what are you doing?

G: Well, I’ve lost my favorite cap. I can’t find it.

B: Let me help you. What does it look like?

G: It’s red. My name is written in black on the side.

B: Oh, is this yours? It was under the table.

G: Yes, it is. Thank you, Jim. I appreciate your help.

B: No problem.

Listen & Speak 2 B

A: Let me show you the way.

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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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appreciate your time.

A: Let me carry your backpack.

B: I appreciate your help.

Real Life Talk

Jessie: Hi, Andy. What’s up?

Andy:   Hi, Jessie. I’m going to buy a present for Amy. 

You’ve been friends with her for a long time, 

haven’t you?

Jessie: Yes, since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y:   Well, I know you’re really busy studying, but 

do you mind helping me? I am sure you could 

help me pick out something nice.

Jessie:   No problem. What’s the present for? It’s not 

her birthday.

Andy:   Well, two months ago, when my leg was 

broken, she carried my backpack to school.

Jessie: That was nice of her.

Andy:   Yes, it was. What should I get for her?

Jessie:   Well, how about a case for her smartphone? 

She broke her case recently.

Andy: Really?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Wrap Up 1

G: I am planning to go to Jejudo.

B: That’s cool, Suhee. I used to live there.

G: Do you mind telling me what to do in Jejudo?

B:   Not at all. Jejudo has many beautiful beaches. 

You should visit them.

G: Good. I will go swimming. What else can I do?

B:   Why don’t you hike Halla Mountain? You can see 

the mountain from everywhere on the island.

G: Great.

B:   If you like fish, on Jejudo raw fish is fresh and 

delicious.

G: I’ll try everything. I appreciate your tips.

Wrap Up 2

W:   Mike does not feel very well. He might have 

caught a cold. He needs to see a doctor, but he 

has a meeting with Jane in an hour. He wants to 

meet her tomorrow instead. What should he say 

to her?

05 tripped over, laughed, uploaded

06 became angry, with, deleted 

07 even, hurt because, casual   

08 acted, seemed, nothing serious 

09 case, guessed, sincere, apologize

10 Apologizing, build, Saying, words 

11 respect, care about, feelings 

12 make things right, sincere 

13 more, apology, better, received 

14 another, accidentally bumped into 

15 tray fell, apologize, bad 

16 doesn’t, say, if, right

17 that, necessary, apologize, once

18 shows, thoughtful, responsibility, action

19 think nothing, laugh, off

20 Finally, among, loved, too 

21 borrowed, favorite, Later, lost

22 apologize, thought, important, after

23 disliked how, treated, ignore

24  hadn’t apologized, little sister

25 apologize, something wrong, close

26  get hurt, easily, comes

27  let, go because, close

28 mistakes, add up, emotional

29 especially,  among, loved ones

30  heard, saying, more, chances

31 mistakes, let, break, relationship

32  apologize, Try, sincere, solve

01 Because, human, mistakes, along 

02 without intending, wrong, regret

03 that happens, should apologize

04 following case, proper apology

p.30~31

01 Because, It is, to get along with, all the time 

02   hurt, without intending to, something wrong, 

regret

03 that, should apologize

04 following case, a proper apology

05   tripped over, it funny, laughed, took, uploaded, 

on

06 saw, became angry, with, laugh, deleted it 

07 even, because of, casual apology 

08  how Mike had acted, seemed to think, nothing 

serious 

09 should be sincere, apologize

10 Apologizing, to, friendships, Saying, more than 

11 that, respect, other, care about, feelings 

12 make things right, sincere 

13 The more sincere, the better, received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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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nother, hurrying across, accidentally bumped 

into 

15  on, fell on, apologize, felt bad 

16 Why doesn’t, say, if, apologized right now

17 that, is necessary, apologize at once

18 shows that, thoughtful, take responsibility for

19 All, to do, think nothing, laugh it off

20 are, among, members, loved ones 

21 borrowed, favorite, Later, lost

22 apologize, not important, after all

23 had treated, ignore

24  hadn’t apologized to, little sister

25  to apologize, something wrong, includes, who are 

close

26  get hurt more easily, comes from

27  let it go, are close

28  small mistakes, no apology add up to, emotional 

wounds 

29  among, loved ones

30  heard of, No more, no more chances

31 make, let, break, beautiful relationship

32  apologize to, Try to do, quick, sincere, can solve

  1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실수한다.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내기는 쉽지 않다.

  2   때때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때때로 우리는 나쁜 일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한다.

  3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사과해야 

한다.

  4   다음 사례 연구들을 읽고 올바른 사과를 위한 세 가지를 

알아보자.

  5   June이 가방에 걸려 넘어졌을 때, Mike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웃었다. 그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6   June은 그 사진을 보고 화가 났다. Mike는 웃으면서 “미안해, 

June!”이라고 말하고 사진을 삭제했다.

  7   그 후, June은 Mike의 가벼운 사과에 한층 더 화가 났다.

  8   June은 Mike의 행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Mike는 이 

일이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9   이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맞다. 당신은 바르게 

추측했다. 당신은 사과할 때에 진실해야 한다.

10   사과하는 것은 좋은 교우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말 이상이다.

11   당신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12   당신이 진실로 일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사과는  

p.34~35

    진실해야 한다.

13   당신의 사과가 진실할수록, 그것은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14   또 다른 사례가 있다. Kate가 급식실을 가로질러 급하게 

뛰어갈 때, 호준이와 실수로 부딪쳤다.

15   호준이의 급식판에 있던 음식이 그의 재킷에 떨어졌다. Kate

는 사과하지 않았다. 호준이는 기분이 나빴다.

16   그는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그녀가 즉시 사과한다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했다.

17   이 사례는 사과가 필요할 때는 사과를 즉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신속한 사과는 당신이 사려 깊고,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9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상처받은 친구는 당신의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웃어넘길 것이다.

20   마지막으로 사과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21   어느 날, 선민이는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렸다. 

나중에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22   선민이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는 어쨌든 자매니까.’라고 생각했다.

23   선민이의 여동생은 언니가 본인을 대했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의 언니가 그녀의 기분을 무시할 수 

있는가?

24   선민이가 여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5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이나 

당신에게 가까운 사람도 포함한다.

26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올 때 더 쉽게 

상처 받는다.

27   우리는 아마 그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28   하지만 작은 실수를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큰 감정적인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29 이것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그러하다.

30   당신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31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가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32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은가? 지금 하려고 노력해라. 빠르고 

진정한 “미안해.”라는 말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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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cause we are human, we all make mistakes. It 

is not easy to get along with everyone all the time.

  2   Sometimes we hurt people’s feelings without 

intending to. Sometimes, we do something wrong 

and regret it later.

  3  When that happens, what should we do? We 

should apologize.

  4   Read the following case studies and learn three 

things about a proper apology.

  5   When June tripped over a backpack and fell, Mike 

found it funny and laughed. He took a picture and 

uploaded it on an SNS.

  6   June saw the picture and became angry. Mike 

said, with a laugh, “Sorry, June!” and deleted it.

  7   After that, June felt even more hurt because of 

Mike’s casual apology.

  8   June didn’t like how Mike had acted. Mike 

seemed to think it was nothing serious.

  9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ase? Yes. You 

guessed right. You should be sincere when you 

apologize.

10   Apologizing is necessary to build good 

friendships. Saying you’re sorry is more than just 

words.

11   You need to show that you respect the other 

person and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s.

12   If you truly want to make things right, be sincere in 

your apology.

13   The more sincere your apology is, the better it will 

be received.

14   Here is another case. While Kate was hurrying 

across the cafeteria, she accidentally bumped 

into Hojun.

15   Some food on Hojun’s tray fell on his jacket. Kate 

didn’t apologize. Hojun felt bad.

16   He thought, ‘Why doesn’t she say something? It 

would be nothing if she apologized right now.’

17   This case shows that when an apology is 

necessary, you should apologize at once.

18   A quick apology shows that you are thoughtful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

19   All you need to do is to say, “I’m sorry.” Then, the 

hurt friend will think nothing of it and laugh it off.

20   Finally, apologies are necessary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too.

21   One day, Sunmin borrowed her sister’s favorite 

book. Later, she lost it.

p.36~39 22  Sunmin didn’t apologize because she thought it 

was not important. She thought, ‘We’re sisters, 

after all.’

23   Sunmin’s sister disliked how Sunmin had treated 

her. How could her own sister ignore her feelings?

24   This was not the first time Sunmin hadn’t 

apologized to her little sister.

25  People need to apologize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This includes family members 

and the people who are close to you.

26  People get hurt more easily when the hurt comes 

from a family member or a friend.

27   We may think that they will let it go because they 

are close to us.

28   Remember, however, that small mistakes and no 

apology add up to big emotional wounds.

29   This is especially true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30   Have you ever heard of the saying, “No more 

apologies, no more chances”?

31  People make mistakes, but don’t let one mistake 

break a beautiful relationship.

32   Do you want to apologize to someone? Try to do 

it now. A quick and sincere “I’m sorry” can solve 

many problems..

After You Read C

1. a store buy shoes

2. was hit by, as she passed by

3. walked away quickly

4. because, sincere, proper apology

5.   that, care about his feelings

Enjoy Writing C

1. Wonderful Friend

2. like to introduce

3. have known, since

4. humorous, brave, cheerful

5.   how he helped

6. sick, missed a math class

7. showed me his class notes

8. lucky to have, as

9. The more, the deeper

Project Step 1

1. how we write a note of apology

2. what we did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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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at we are sorry for

4.   Do not make excuses

5.   for the tips, really appreciate

After You Read C

1.   Inho went to a a store buy shoes.

2.   He was hit by a woman’s bag accidentally as she 

passed by.

3.   The woman said, “Sorry,” and she walked away 

quickly.

4.   Inho was angry because the woman did not make a 

sincere and proper apology.

5.   He thought that the woman should care about his 

feelings.

Enjoy Writing C

1.   My Wonderful Friend, Jinsu

2.   I’d like to introduce my friend, Jinsu.

3.   I have known him since elementary school.

4.   He is always humorous, brave, and cheerful.

5.   This is how he helped me.

6.   Last Friday I was sick and missed a math class.

7.   Jinsu showed me his class notes.

8.   I am lucky to have him as my friend.

9.   The more I know him, the deeper our friendship 

becomes.

Project Step 1

1. A: Do you know how we write a note of apology?

2.   B: Yes. First, write about what we did.

3.   C: Then write that we are sorry for it.

4.   D: Do not make excuses for our actions.

5.   A: Thank you for the tips. I really appreciate it.

p.41

8

01 상품, 제품 02 아마  

03 주제, 과목, 실험대상자 04 거대한, 큰 

05 대중적인, 인기 있는 06 포함하다, 넣다 

07 능력 08 전통적인 09 보통의, 평범한 

10 활기 넘치는, 생생한 11 원뿔, 원뿔형 물체 

12 주인공 13 전시회 14 접시 

15 실외의 16 열, 발열 17 광고 

18 연기, 공연 19 흔한, 평범한, 공통의 

20 창의력 21 친숙한 22 예술 작품 

23 특수효과 24 창의적인 25 교훈 

26 예술적인 27 복사본 28 운영하다 

29 화려한 30 클래식의, 고전적인 31 신선한, 참신한 

32 조각품 33 장식 34 ~의 가치가 있는 

35 ~로 구성되다 36 설치하다 37 요전 날, 며칠 전 

38 ~로 여겨지다 39 다시 말해서, 즉 40 ~ 대신에 

41 ~에 주의를 기울이다 42 ~을 부수다 

43 ~로 눈길을 돌리다

p.42

01 popular 02 artistic 03 boring 

04 plate 05 advertising 06 exhibition 

07 colorful 08 familiar 09 sculpture 

10 performance 11 creative 12 lively 

13 fever 14 creativity 15 truly 

16 worth 17 common 18 toilet 

19 goods 20 ability 21 art work 

22 huge 23 include 24 probably 

25 refreshing 26 lesson 27 main character 

28 traditional 29 outdoor 30 decoration 

31 plain 32 run 33 cone 

34 special effects 35 be made of 36 in other words 

37 break down 38 be regarded as 

39 pay attention to 40 change A into B 

41 be short for 42 be made up of 43 the other day

p.43

1 boring, 지루한  2 plain, 평범한  

3 popular, 대중적인, 인기 있는  4 performance, 연기  

5 ability, 능력  6 creativity, 창의력  7 decoration, 장식  

8 practice, 연습하다  9 familiar, 친숙한  10 cone, 원뿔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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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dvice, 충고  12 classical, 클래식의, 고전적인  

13 include, 포함하다  14 sculpture, 조각품  

15 traditional, 전통적인  16 exhibition, 전시회

Listen & Speak 1 A

1.  listen to, kinds, music library / cool, listen to 

classical / Sure, classical music / one of my 

favorite musicians, about / more than classical 

music / What do you like / fascinated by, exciting

2.  finish, art homework / drew, plate / Sounds 

interesting / advice, did, draw / myself surfing / 

fascinated by your drawing

Listen & Speak 2 A

1.  The other day, play / how did you like / main 

characters, actors’, performance, fantastic / as 

well / a little boring, pretty good / should see / Only 

if, a lot of

2.  how do you like / a lot, class / What do you like 

most / learning different drawing skills, What / 

painting skills, with / work last time, thought, 

creative / practice a lot

Real Life Talk

didn’t you / special / How did you like / fantastic, was 

fascinated by, paintings, creativity / No wonder,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What else / a gift shop, 

Famous works, were printed / anything / How do you 

like / looks great on

Wrap Up 1

festival, didn’t / A lot of, performed / How did you like 

/ special guest, called / heard, famous / performance 

/ No wonder

p.45~46

Listen & Speak 1 A

1.  B:   Sandy, you can listen to many kinds of music in 

this music library.

    G:   That’s cool, Bob. Can I listen to classical 

music?

    B: Sure. Do you like classical music?

    G:   Yes, Beethoven is one of my favorite musicians. 

How about you?

    B: I like pop music more than classical music.

    G: I see. What do you like most about pop music?

p.47~48

    B: I’m really fascinated by its exciting rhythms.

2.  G: Jim, did you finish your art homework?

    B: Yes. I drew the face of my role model on a plate.

    G: Sounds interesting. Who is your role model?

    B:   My dad. He always gives me good advice. Who 

did you draw, Amy?

    G: Well, I drew myself surfing in the sea.

    B: Wonderful! I’m fascinated by your drawing.

    G: Thank you.

Listen & Speak 2 A

1.  B:   The other day I watched a play, A Love Story in 

the War.

    G: Oh, how did you like the play?

    B:   I l iked the main characters. The actors’ 

performances were fantastic.

    G: Was the story good as well?

    B:   No. It was a little boring, but the music was 

pretty good.

    G: So, do you think I should see it?

    B: Only if you have a lot of time and money.

2.  B: Caire, how do you like your art class?

    G: It’s great. I learn a lot in the class.

    B: What do you like most about it?

    G:   I enjoy learning different drawing skills. What 

about you, Allen?

    B:   I also like the class. I learn good painting skills. I 

love painting with many colors.

    G:   Oh, I saw your work last time. I thought it was 

very creative.

    B: Thanks. I practice a lot.

Real Life Talk

Bora:   Andy, you went to the art museum, didn’t you?

Andy:   Yes. They had a special Chagall exhibition.

Bora: How did you like it?

Andy:   It was fantastic! I was fascinated by the colors 

in his paintings and his creativity.

Bora:   No wonder. He w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ever. What else did you see in the 

museum?

Andy:   I went to a gift shop and saw things like 

umbrellas, cups, and backpacks. Famous 

works of art were printed on them.

Bora: Did you buy anything?

Andy: Yes. I bought this T-shirt. How do you like it?

Bora: It looks great on you.

Andy: Thank you.

Wrap Up 1

B: Cindy, you went to the music festival, did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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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Yes. A lot of famous musicians performed there.

B: How did you like the festival?

G:   It was fantastic! I really liked the special guest. Do 

you know the band called the Brothers?

B: Oh, I’ve heard about them. The singer is famous.

G: Yes. His performance was great.

B: No wonder.

01 Welcome, Exhibition, Paintings, cartoons 

02 Probably, think, famous works

03 short, so, popular art

04 began, create something, easy

05 Instead, traditional, works, turned

06 used, from, magazines, advertising 

07 familiar images, exhibitions, refreshing 

08 Since, become truly popular 

09 that, too, to understand

10 using, bright, changed, thought 

11 common, plain, words, artistic 

12 worth paying attention, filled 

13 Let’s learn, famous, artists

14 famous, ability, change, objects 

15 called, found, subjects in

16 famous, made up, actor

17 Another, made, copies, works

18 copies, works, show, something

19 another, who made, fun

20 sculptures, everyday items, brush 

21 beginning, created, made, materials

22 cloth, huge sculptures, as

23 Wanting, set up, outdoor

24  ran, inside, sell, goods

25 used, works, painted, lively

26  included, were, regarded as

27  However, differently, himself, Why

28  broke down, between, adding 

29  believed, should, Anyone, create

30  creating, work, pop art

31 using, creative, important lesson

p.49~50

04 It began in, wanted to, something fun

05 Instead of, traditional, turned, to popular culture

06 used, from, advertising 

07 familiar images, art exhibitions, them refreshing 

08 Since, become truly popular 

09 that, too, to understand

10 By using, bright colors, changed that thought 

11 Using, looks plain. In other words, artistic 

12   worth paying attention to, looks plain, is filled 

with 

13 Let’s, famous pop artists

14   famous for, ability, able to change common 

objects into amazing 

15  is called, found, subjects in

16 is made up

17 Another work shows, made, copies, works

18 copies of his works, to show that, you see

19 another, who made, fun

20 sculptures of everyday items, such as, brush 

21   In the beginning, created soft sculptures, made 

of, soft materials

22  For example, cloth to make, huge sculptures, 

daily items, such as

23 Wanting, to enjoy, set up, outdoor

24  ran, inside, to sell, were fun goods

25 used, in his works, were, painted, lively colors

26  included, Back then, were, regarded as

27  However, differently, himself, Why, they not

28  broke down, between, and, by adding 

29  believed, should be, Anyone, create, enjoy

30  creating, pop art

31   By using, in, creative way, make, for, the most 

important lesson

01 Welcome to, Exhibition, What, cartoons 

02 look like, Probably, think, are, famous works

03 is short for popular, popular art

p.51~52

  1   팝 아트 전시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 무엇이 보이는가? 수프 

통조림들을 모아 놓은 그림? 커다란 만화 그림?

  2   그것들이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가?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라. 그것들은 모두 유명한 팝 아트 

작품들이다.

  3   ‘pop’은 ‘popular(대중적인)’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팝 아트는 

대중 예술 또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이라는 뜻이다.

  4   팝 아트는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 당시 팝 아트 

작가들은 재미있고 쉬운 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

  5   어려운 전통 예술 작품 대신 그들은 대중문화로 눈을 돌렸다.

  6   그들은 텔레비전, 만화책, 잡지 및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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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상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팝 아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사용했다.

  7   미술 전시회에서 친숙한 이미지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것들이 

신선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8   그때부터 팝 아트는 정말 유명해졌다.

  9   사람들은 예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10   일상적인 이미지와 밝은 색을 씀으로써, 팝 아트 작가들은 

그러한 관점을 바꿨다.

11   흔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팝 아트는 평범해 보인다. 즉, 

팝 아트는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12   하지만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

13 몇 명의 유명한 팝 아트 작가들에 대해 알아보자.

14   그들은 특별한 예술적인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흔한 

대상을 놀라운 예술로 바꿀 수 있었다.

15   Andy Warhol은 팝 아트의 왕이라 불린다. 그는 잡지와 

상점에서 주제를 찾았다.

16   그의 유명 작품들 중 하나는 미국 배우인 Marilyn Monroe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또 다른 작품은 수프 통조림들을 보여준다. 그는 이 작품들의 

사본을 많이 만들었다.

18   그는 왜 작품의 복사본을 만들었나? 그는 예술은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것임을 보여 주고 싶어 했다.

19   Claes Oldenburg는 예술을 재미있게 만들었던 또 다른 팝 

아트 작가이다.

20   그는 햄버거와 쿠키, 붓 같은 일상적인 물품들의 조각품을 

만들었다.

21   초기에 그는 부드러운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것들은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22   예를 들어서 그는 변기를 만들기 위해 천을 사용했다. 나중에 

그는 아이스크림콘 같은 일상 물품의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었다.

23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작품을 보고 즐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을 실외에 설치했다.

24   그는 작품 판매를 위해 그의 작업실 안에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에게 예술적인 작품들은 사람들을 위한 재미있는 

제품이었다.

25   Roy Lichtenstein은 그의 작품에 만화를 사용했다. 

그것들은 크고 생기 넘치는 색들로 그려졌다.

26   그는 심지어 그의 작품에 말풍선을 넣었다. 그 당시에 만화는 

예술 형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7   하지만 Roy Lichtenstein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왜 만화는 예술로 간주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28   만화를 예술에 첨가함으로써 Roy Lichtenstein은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29   팝 아트 작가들은 예술은 쉬워야 한다고 믿었다. 누구나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30 오늘 팝 아트 작품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1  Welcome to the Pop Art Exhibition! What do you 

see? Paintings of soup cans? Big cartoons?

  2   Do they look like art works? Probably not, but 

think again. They are all famous works of pop art.

  3  Pop is short for popular. So pop art means 

popular art, or art for people.

  4   It began in the 1950s in America. Pop artists at 

that time wanted to create something fun and 

easy.

  5   Instead of difficult traditional art works, they 

turned their eyes to popular culture.

  6   They used images from TV, comic books , 

magazines, and advertising.

  7  When people saw familiar images in art 

exhibitions, they found them refreshing.

  8   Since then, pop art has become truly popular.

  9   People thought that art wa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10   By using daily images and bright colors, pop 

artists changed that thought.

11   Using common images, pop art looks plain. In 

other words, it doesn’t look artistic.

12   But it is still worth paying attention to. Although it 

looks plain, it is filled with meaning.

13   Let’s learn about some famous pop artists.

14   They became famous for their special artistic 

ability. They were able to change common objects 

into amazing art.

15   Andy Warhol is called the King of Pop Art. He 

found his subjects in magazines and stores.

16   One of his famous works is made up of pictures 

of Marilyn Monroe, the American actor.

17   Another work shows cans of soup. He made 

many copies of these works.

18   Why did he make copies of his works? He wanted 

to show that art is something you see every day.

19   Claes Oldenburg is another pop artist who made 

art fun.

20   He made sculptures of everyday items, such as a 

hamburger, cookies, and a brush.

21   In the beginning, he created soft sculptures. They  

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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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made of plastic, paper, and other soft 

materials.

22  For example, he used cloth to make toilets. Later, 

he made huge sculptures of daily items, such as 

an ice cream cone.

23   Wanting everyone to enjoy his art, he set up his 

works in outdoor places.

24   He also ran a store inside his studio to sell his 

works. For him, artistic works were fun goods for 

people.

25  Roy Lichtenstein used cartoons in his works. They 

were large and painted in lively colors.

26  He even included speech balloons in his 

paintings. Back then, cartoons were not regarded 

as an art form.

27   However, Roy Lichtenstein thought differently. He 

asked himself, ‘Why are they not?’

28   Then Roy Lichtenstein broke down the wall 

between high art and popular culture by adding 

cartoons to art.

29   Pop artists believed art should be easy. Anyone 

can create and enjoy art.

30   How about creating a work of pop art today?

31  By using daily images in a creative way, you can 

make a work of art for everyone. This is the most 

important lesson from pop art.

Project Step 1

1. want to make with

2. Why don’t we

3. Let’s build, like

4. How about drawing

5. let’s give, some paper cups

Enjoy Writing B

1. The Best Musical, My Life

2. Last Saturday, to watch a musical

3. The title of the musical

4. because, in it

5. songs, dances of the musical

6. a girl who invited her best friends

7. talked about their friendship

8. main character, many beautiful songs

9. Singing along to, during the performance, excited

10. worth watching

p.59

Enjoy Writing B

1. Movie That Moved

2. went to, to watch a movie

3.   The tit le of the movie, because my friend 

recommended

4. story of the movie, a brave man who tried to find

5. The main character, was played by, who

6. emotional scenes, moved

7. was really worth watching

Project Step 1

1. A:   What do you want to make with these paper 

cups?

2. B: Why don’t we make a tower?

3. C:   Wonderful! Let’s build a tower like the Leaning 

Tower of Pisa.

4. D: How about drawing something on the cups?

5. B:   Sounds great. First, let’s give everyone some 

paper cups.

Enjoy Writing B

1. The Best Musical of My Life

2.   Last Saturday I went to the concert hall to watch a 

musical.

3. The title of the musical was You and Me.

4. I watched it because my favorite actor was in it.

5. I liked the songs and dances of the musical.

6.   The story was about a girl who invited her best 

friends to her birthday party.

7. They talked about their friendship.

8.   The main character was Sophie. She sang many 

beautiful songs. It was fantastic.

9.   Singing along to the songs during the performance, 

I was excited.

10. The musical was really worth watching.

Enjoy Writing B

1. A Movie That Moved Me

2.   Last Saturday I went to my friend’s house to watch 

a movie.

3.   The title of the movie was My Son. I watched it 

because my friend recommended it.

4.   I liked the story of the movie. The story was about a 

brave man who tried to find his lost son.

5.   The main character was John. He was played by 

the actor Roy Jones, who was fantastic.

6.   It was touching. Watching the emotional scenes, I 

was moved.

7.   The movie was really worth watching.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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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 ~할 여유가 되다 02 사업 03 옥수수 속대 

04 여과장치, 필터; 여과하다, 거르다 05 수집하다

06 발명(품) 07 유용한 08 편안한, 여유 있는

09 꿰매다, 바느질하다 

10 통제하다, 조절하다, 조정하다 11 재봉틀 

12 쓸모없는, 소용없는 13 체계, 장치

14 성냥 15 값이 들다 16 시골

17 오염시키다 18 입장료 19 삼각형

20 머무르다 21 실패 22 박람회

23 (자금을) 모으다 24 요금 25 제거하다

26 성공 27 대통령, 회장, 총재 28 ~인지 (아닌지)

29 단계 30 추천하다 31 오염

32 깨닫다, 인식하다 33 십 대(= teen) 34 머리띠

35 ~을 생각해 내다 36 우연히 마주치다 37 ~ 덕분에

38 스스로 39 A를 B로 바꾸다 40 무료로

41 지불하다 42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43 A 뿐만 아니라 B도

p.61

01 pollution 02 afford 03 realize 

04 stay 05 business 06 collect 

07 success 08 remove 09 cost 

10 relaxed 11 fair 

12 sewing machine 13 fee 

14 countryside 15 entrance fee 16 filter 

17 corn cob 18 useless 19 failure 

20 whether 21 match 22 sew 

23 pollute 24 raise 25 control 

26 teenager 27 recommend 28 triangle 

29 useful 30 invention 31 president 

32 system 33 inventor 34 step 

35 pay for 36 thanks to 37 for oneself 

38 think to oneself 

39 change A into B 40 come across 

41 for free 42 get together 

43 not only A but also B

p.62

1 robotic, 로봇식의  2 sew, 꿰매다, 바느질하다  

3 afford, ~할 여유가 되다  4 cost, 값이 들다  

p.63

5 success, 성공  6 for free, 무료로  7 coin, 동전  

8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9 hit on, ~을 생각해 내다  10 business, 사업  

11 pollute, 오염시키다  12 software, 소프트웨어  

13 fair, 박람회  14 headband, 머리띠  

15 control, 통제하다, 조정하다  16 match, 성냥

Listen & Speak 1 A-1 

Can you draw, on / From, two triangles, draw, circle, 

like this / possible for you, without taking, off / how is 

that possible / at, four red points / any of the red 

points / first, the two triangles like this, triangles first / 

I get it

Listen & Speak 1 A-2

looking for, for / How old / five years old / to 

recommend / so cute / isn’t it, that looks like, so, 

love it / for me to take, off, washing / take it off, put it 

back / wonderful, take it

Listen & Speak 2 A-1

you have been late for, lately, wrong / wake up early, 

can’t / wake you up / does, right away, I wish, could / 

An AI robot / that could make sure, got up, give me 

breakfast / great

Listen & Talk 2 A-2

planning to visit / going to do there / spend most of 

my time, because, swimming pool / Can, swim well / 

I wish I could, So, have fun with, instead / What is 

that / It’s, go inside, walk on / must be

Real Life Talk

are, doing / drawing, my favorite superhero / great / 

could read people’s minds / for her to control / 

control, if she wants to / cool / have any favorite 

superheroes / could fly like him / even breathe in 

space / can do anything

Wrap Up 1

What are you doing / flying / Are, good at / right now, 

practicing hard / As you know, run, possible for you 

to deliver orders / isn’t, it will be possible in / That,  

be great

p.64~65

Listen & Speak 1 A-1

G:   Can you draw this on the paper?

B:   Sure. From the middle point, I draw two triangles. 

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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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I draw the circle, like this.

G:   Good. Now, is it possible for you to draw it 

without taking your pencil off the paper?

B: I’ll try. Hmm... No, how is that possible?

G: Well, start at one of the four red points.

B: Do you mean any of the red points?

G:   Yes. Draw the circle first and then the two 

triangles like this. Or you can draw the triangles 

first, like this.

B: Oh, now I get it.

Listen & Speak 1 A-2

W: Hi. I’m looking for a backpack for my son.

M: How old is your son?

W: He is five years old.

M: I want to recommend this one.

W: Oh, it’s so cute.

M:   Yes, isn’t it? It has a cap that looks like a penguin, 

so kids love it.

W:   Is it possible for me to take the cap off for 

washing?

M: Sure. You can easily take it off and put it back on.

W: That’s wonderful. I’ll take it.

Listen & Speak 2 A-1

B:   Wendy, you have been late for school a lot lately. 

What’s wrong?

G: I want to wake up early, but I just can’t.

B: Doesn’t your mom wake you up?

G:   She does, but I don’t get up right away. I wish I 

could have an AI robot.

B: An AI robot?

G:   Yes. I mean one that could make sure I got up and 

give me breakfast in the morning.

B: That sounds great.

Listen & Speak 2 A-2

B: I’m planning to visit my uncle in Mexico.

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Mike?

B:   I’ll spend most of my time at his house because 

he has a big swimming pool.

G: That’s great. Can you swim well?

B:   No, I wish I could, but I can’t. So I’ll have fun with 

a water walking ball instead.

G: A water walking ball? What is that?

B:   It’s a large ball. We go inside it and walk on the 

water.

G: That must be fun.

Real Life Talk

Bora: What are you doing, Jessie?

Jessie: I’m drawing Dr. Rebecca, my favorite superhero.

 

Bora: Wow, that’s great.

Jessie:    Thanks. I wish I could read people’s minds 

like her.

Bora: Is it possible for her to control them, too?

Jessie:   Yes. She can control your mind if she wants 

to.

Bora: That’s very cool.

Jessie:   What about you? Do you also have any 

favorite superheroes?

Bora: Sure. I love Sky X. I wish I could fly like him.

Jessie: I like him, too. He can even breathe in space.

Bora: Yes. He can do anything in space.

Wrap Up 1

W: Hi, Tom. What are you doing?

B: I’m flying my drone.

W: Cool! Are you good at it?

B:   No, I’m not very good right now, but I’m practicing 

hard.

W:   As you know, I run a sandwich restaurant. Is it 

possible for you to deliver orders with your drone?

B:   No, it isn’t. But I think it will be possible in one or 

two years.

W: That will be great.

01 change, too, to, one 

02 following, used, make, place

03 when, came across, fair

04 robotic, that, open, close

05 surprised that, had cost

06 wish, had, better, myself 

07 With, much cheaper, better 

08  failures, using, able, price 

09 share, with others, free

10 what, done, something useful 

11 one, change, build, working 

12 can’t, go, as, could 

13 had, thought, realized, afford 

14 if, could, something, had 

15  asked, buy, sewing machine

16 bought, how, make, myself

17 created, headbands, sold, at

18 raised enough, send, stop

19 business, help, who, go

20 success, pay, fees, like,

21 pay, textbooks, uniforms, amazing

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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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iltering system, clean up, not only, but also, 

other areas

22 advice, something, need, act

23 taking, steps, heart, lives

24 living, found, seriously polluted

25  how, solve, hit on

26  Useless, were, in, village

27  holes, dirty matter, polluted

28  picked, washed, placed, bowl

29  After, while, much clearer

30  using, collected from, filtering

31 removed, dirty matter from

32 clean up, only, also

01 who change, too young to be 

02 will meet, to make

03 when, came across, at, science fair

04 robotic, that, open, close

05 surprised that, had cost her

06 wish, had, thought to myself 

07 With, a much cheaper, better 

08  failures, by using, was able to, for, price of 

09 to share, for, with others for free

10   Maybe, take what I have done, something useful 

with 

11 No one, change, build, by working together 

12 can’t, go to school, could go 

13 had this thought, realized that, couldn’t afford 

14 if I could do something, had 

15  asked, to buy me a sewing machine

16 bought me one, how to make, for myself

17 ten headbands, them

18 raised enough money, stop

19 a business to help, who, go

20 to the success, fees for, like, to go to school

21 pay for, textbooks, uniforms, Isn’t, amazing

22 advice, is, do something, a need, act

23 small, taking, warm heart, lives

24  As, living, often found that, around, seriously 

polluted

25  how I could solve, hit on, to use

26  Useless, were, in

27  the small holes, could filter dirty matter, polluted

28  picked up, washed them, placed, in a bowl of

29  After a while, it, much clearer

30  using, that, collected from, built, filtering

31 removed, the dirty matter

p.70~71

  1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2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세 명의 십 대들을 만날 겁니다.

  3   내가 열네 살이었을 때, 어느 날 한 과학 박람회에서 어린 

소녀를 우연히 만났다.

  4   그녀는 겨우 접었다 펴지기만 하는 로봇 손을 가지고 있었다.

  5   나는 그녀가 그 손에 8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데 놀랐다!

  6   ‘나는 그녀가 더 나은 로봇 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7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싸고 좋은 로봇 손을 만들기 

시작했다.

  8   많은 실패 뒤 마침내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해서 나는 단 300

달러짜리의 유용한 로봇 손을 만들 수 있었다.

  9   나는 내 3D 로봇 손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과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10   아마도 누군가는 내가 만든 것을 이용해 다른 유용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혼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일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12   ‘아프리카의 많은 소녀들은 왜 나처럼 학교에 갈 수 없지? 나는 

그들도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3   내가 12살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그들의 가족이 그럴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4   나는 내가 그 소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5 나는 내 생일에 부모님께 재봉틀을 사 달라고 부탁드렸다.

16   그들은 재봉틀을 사 주셨고 나는 머리띠 만드는 법을 혼자 

배웠다.

17 10개의 머리띠를 만들어 학교에서 팔았다.

18   나는 곧 아프리카에 있는 한 명의 소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 나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19   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아프리카의 소녀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20   내 사업의 성공 덕분에 나는 케냐와 우간다 같은 나라에 있는 

많은 가난한 소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다.

21   나는 또한 그들의 교과서와 교복, 연필을 위한 비용도 

지불한다. 놀랍지 않은가?

22   나의 조언은 그냥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다. 필요성이 보인다면 

행동하라.

23   작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너의 따뜻한  

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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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 wondered if I could do something for those girls. 

Then I had an idea.

15   For my birthday, I asked my parents to buy me a 

sewing machine.

16   They bought me one, and I learned how to make 

headbands for myself.

17   I created ten headbands and sold them at my 

school.

18   Soon, I raised enough money to send one girl in 

Africa to school. I couldn’t stop there.

19   I started a business to help girls in Africa who 

couldn’t go to school.

20   Thanks to the success of my business, I can pay 

the school fees for many poor girls in countries 

like Kenya and Uganda to go to school.

21  I also pay for their textbooks, uniforms, and 

pencils. Isn’t it amazing?

22  My advice to you is to just do something. When 

you see a need, act.

23   Start small, taking little steps. Your warm heart 

can change lives.

24   As a young girl living in the countryside in India, I 

often found that the water around us was 

seriously polluted.

25  I wondered how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en I 

hit on the idea to use corn cobs.

26  Useless corn cobs were everywhere in my village.

27   I thought that the small holes in the corn cobs 

could filter dirty matter out of the polluted water.

28   One day, I picked up some dried cobs along the 

road, washed them, and placed them in a bowl of 

dirty water.

29   After a while, I checked the water, and it looked 

much clearer.

30   Then, using corn cobs that I had collected from 

farmers, I built a filtering system.

31  My system removed 70 to 80 percent of the dirty 

matter from the water.

32   I hope my filtering system can clean up all the 

lakes not only in my village but also in other areas.

     마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24   인도의 시골에 살고 있었던 어린 소녀인 나는 종종 내 주변에 

있는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5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 나는 

옥수수 속대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26 내가 사는 마을에는 쓸모없는 옥수수 속대가 곳곳에 널려 있다.

27   나는 옥수수 속대의 작은 구멍들이 더러운 물질을 오염된 물 

밖으로 걸러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8   어느 날 나는 길을 따라 마른 옥수수 속대를 주운 뒤, 그것들을 

씻어서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에 넣었다.

29 잠시 뒤 물을 확인했는데 훨씬 더 맑게 보였다.

30   그러고 나서 나는 농부들로부터 모은 옥수수 속대를 이용하여 

여과 장치를 만들었다.

31 내 장치는 물에서 70~80%의 더러운 물질을 제거했다.

32   나는 내 여과 장치가 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호수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Who are the people who change the world? Do 

you think you are too young to be one of these 

people?

  2   In the following stories you will meet three 

teenagers who used their idea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3  One day, when I was fourteen, I came across a 

little girl at a science fair.

  4   She had a robotic hand that could only open and 

close.

  5   I was surprised that the hand had cost her 80,000 

dollars!

  6   ‘I wish she had a better robotic hand,’ I thought to 

myself.

  7   With that, I started to make a much cheaper and 

better robotic hand.

  8   After many failures, finally, by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I was able to make a useful robotic 

hand for the price of only 300 dollars.

  9   I decided to share the designs and software for 

my 3D robotic hand with others for free.

10   Maybe someone can take what I have done and 

do something useful with it.

11   No one person can change the world, but we can 

build a better world by working together.

12   ‘Why can’t many girls in Africa go to school as I 

can? I wish they could go to school, too.’

13   I had this thought when I was twelve. I realized 

that their families couldn’t afford it.

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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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ask

1. can fly

2. to meet you

3. wish, could fly like, Is it possible for you

4. Sure

5. is it possible for you to travel

6. impossible

Enjoy Writing

1. To

2. I wonder if, make my wishes come true

3. wish, lived, could swim at a beautiful beach

4. wish, were, could he more relaxed

5. Finally, I wish I were

6. make my country a happier place to live in

7. if you can help me, I hope, can

8. Best Let’s

After Your Read

1. Creative Teens

2. was surprised at, to make a cheaper and better

3. fo only 300 dollars, decided to share, for free

4. wished, could send

5. made, sold headbands

6. pays for, fees, many poor school girls in Africa

7. how she could clean the water

8. Using corn cobs, a filtering system

9. removed, the dirty matter from the water

p.78 6.   Then I would try hard to make my country a happier 

place to live in.

7.   I don’t know if you can help me, but I hope you can.

8.   Best Let’s, Sohee

After Your Read

1.   Creative Teens!

2.   Easton was surprised at a girl’s expensive robotic 

hand and wanted to make a cheaper and better 

one.

3.   Finally he made one fo only 300 dollars and decided 

to share his designs and software for free.

4.   Mary wished she could send girls in Africa to 

school.

5.   She made and sold headbands.

6.   Now she pays for the school fees, textbooks, 

uniforms, and pencils of many poor school girls in 

Africa.

7.   Lalita wondered how she could clean the water.

8.   Using corn cobs, she made a filtering system.

9.   It removed 70 to 80 percent of the dirty matter from 

the water.

Communication Task

1.   A: I’m Sky X. I can fly.

2.   B: Hi, Sky X. Nice to meet you.

3.   C:   I wish I could fly like you. Is it possible for you to 

fly to the moon?

4.   A: Sure.

5.   D: Then is it possible for you to travel to the sun?

6.   A: No. That’s impossible.

Enjoy Writing

1.   To Genie,

2.   I have three wishes. I wonder if you can make my 

wishes come true.

3.   First, I wish I lived in Hawaii. Then I could swim at a 

beautiful beach.

4.   Second, I wish every Wednesday were a holiday. 

Then, I could he more relaxed.

5.   Finally, I wish I were the president of Korea.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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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01 목걸이 02 한 개, 한 부분, 조각 

03 양, 액수 04 아름다움, 미 

05 속삭이다, 귓속말을 하다 06 부부 

07 다이아몬드 08 충격을 받은 09 무도회 

10 지친 11 비슷한, 유사한

12 ~이든지, ~한 어떤 것이든 13 화려한 

14 존경하다, 칭찬하다, 감탄하며 바라보다 15 울다 

16 빌려주다 17 (프랑스, 스위스 등의 화폐 단위) 프랑 

18 거대한, 엄청난 19 ~의 가치가 있는 20 초대, 초대장 

21 대사 22 보석 상인

23 (다른 사람·사물을) 대신하다 24 거의 

25 부업 26 보석류 27 거짓말 

28 빌리다 29 확실히, 틀림없이 30 보기, 눈길

31 ~을 우연히 만나다 32 갚다, 돌려주다 

33 즉시, 당장 34 ~에게 청하다, 부탁하다 

35 절 아시나요? 36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37 (목적어)가 ~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다

p.80

01 whisper 02 franc 03 huge

04 amount 05 ball 06 whatever 

07 certainly 08 admire 09 necklace 

10 piece 11 ambassador 12 diamond 

13 cry 14 fancy 15 shocked 

16 nearly 17 worth 18 invitation 

19 jeweler 20 beauty 21 similar 

22 borrow 23 jewelry 24 couple 

25 lend 26 replace 27 second job 

28 lie 29 worn 30 look 

31 run into 32 Do I know you?

33 at once 34 call on 35 pay back

p.81

1 worn, 지친  2 couple, 부부  3 amount, 양, 액수  

4 similar, 비슷한, 유사한  5 nearly, 거의  

6 replace, ~을 대신하다  7 certainly, 확실히, 틀림없이  

8 shocked, 충격을 받은  9 ball, 무도회  10 lie, 거짓말  

11 cry, 울다  12 diamond, 다이아몬드  

13 invitation, 초대, 초대장  

14 admire, 존경하다, 칭찬하다, 감탄하며 바라보다  

p.82

15 whisper, 속삭이다, 귓속말을 하다  

16 ambassador, 대사

01 This is, in Paris

02 Although, nice, not happy

03 pretty, wants, fancier life

04 herself, same boring, living

05 home, what, have got

06 What, that 

07 invitation, had, fight, get 

08  Why would, want 

09 What, wrong

10 nothing, wear, such, fancy 

11 Don’t be, Get yourself 

12 looking at, Amazing

13 Something, not right 

14 could be wrong 

15  going to do

16 What is it

17 jewelry, wear, so poor

18 Call on, sure, lend

19 Let, go at once

20 so, to, brings, here

21 are invited to

22 wonderful, must be excited

23 say, jewelry, borrow, from

24  Here, my case

25  so many wonderful pieces

26  Choose whatever, like

27 lend me, diamond necklace

28  Certainly, go enjoy

29 perfect evening, admires, beauty

30  It is, when, leave

31 such, long night, so

32 worth it, danced with

33 enjoyed yourself, have, work

34  looking, more look, gone

35  when we left, ball 

36 surely did, go find 

37  searches, streets 

38  returns to, then goes

39 necklace, found, to lie

40  broke, necklace, fix, returning

41 couple, find, similar one

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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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ay we look at

43  whispering, nearly, same, must

44  How much

45 40,000 francs

46  How about

47  really need it

48 then, it is

49 have, huge amount of

50  So, borrow

51  buying, for, spends, paying

52  move to, place

53 second job, washes, others

54 hard, makes, old, worn

55 years,  runs into, on

56  good morning 

57  Do I know

58  it is me

59  cannot believe, have changed

60  have had, difficult times

61  Because of, What, mean

62 remember, lent me, lost

63 returned it to

64  another, like, pay for

65  bought, to replace mine

67 didn’t, truth, real, worth

20 to see, What brings you here

21 invited to

22 wonderful, must be excited

23 to say, no jewelry, borrow something from you

24  Here is, case

25  so many wonderful pieces

26  whatever you like

27 lend me this diamond necklace

28  Certainly, go enjoy

29  a perfect evening, admires her beauty

30  It is, when the Loisels leave

31 such a long night, tired

32  it was worth it, danced with

33  you enjoyed yourself, go to work 

34  looking in, more look.

35  when we left the ball 

36  did, go find 

37  searches 

38  returns to, goes to

39  is not found, to lie to

40  broke, necklace, fix it, returning it

41  to find a similar one

42  May we look at

43  whispering, nearly the same, must have

44  How much

45  francs

46  How about

47  really need it

48  it is

49  do not have, a huge amount of

50  borrow it 

51  buying, for, spends, paying back

52  move to, small place

53  gets a second job, washes, for others

54  makes, old, worn

55  runs into, on

56  good morning 

57  Do I know you

58  it is me

59  believe it, have changed

60  have had, difficult times because of

61  What do you mean

62 you lent me, lost it

63 returned it

64  another one, like it, It took, to pay for it

65  bought, to replace mine

67  Why didn’t you come, tell me, was not real, worth

01 This is, in Paris

02 Although, nice, not happy

03 and wants, fancier life

04 to herself, old house, boring, hate living

05 am home, what, have got

06 that 

07 invitation to, had to fight to get it 

08  Why would 

09 is wrong

10 nothing to wear, such a fancy party 

11 Don’t be, give you, Get yourself, beautiful new dress

12 looking at, Amazing

13 not right 

14 What could be wrong 

15  going to do

16 What is it

17 no jewelry to wear, beautiful dress, so poor

18 Call on, she will lend you, jewelry

19 Let me go at once

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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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곳은 파리의 Loisel 부부의 집이다.

  2   그들의 집은 멋지지만, Loisel 부인은 행복하지 않다.

  3   그녀는 젊고 예뻐서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원한다.

  4   Mrs. Loisel: (혼잣말로) 똑같은 낡은 집과 매일 같이 똑같은 

지겨운 저녁 식사.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싫어!

  5   Mr. Loisel: Matilda, 나 집에 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가져왔는지 봐요!

  6   Mrs. Loisel: 뭐예요?

  7   Mr. Loisel: 대사님이 여는 무도회 초대장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갖고 싶어 했거든요.

  8   Mrs. Loisel: (울면서) 내가 그걸 왜 갖고 싶겠어요?

  9   Mr. Loisel: Matilda. 무슨 문제 있어요?

10   Mrs. Loisel: 그런 고급스러운 파티에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는걸요. 못가요.

11   Mr. Loisel: 슬퍼하지 말아요. 자, 여기 400프랑을 줄게요. 

아름다운 새 드레스를 사요.

12   Mr. Loisel: (Matilda의 새 드레스를 보며) 멋져요, Matilda. 

아름답군요!

13   Mrs. Loisel: 뭔가 제대로 맞지 않아요.

14 Mr. Loisel: 뭐가 안 맞을 수 있죠?

15 Mrs. Loisel: (울면서) 오, 안 돼. 어쩌면 좋아요?

16 Mr. Loisel: 뭐예요, 부인?

17   Mrs. Loisel: 이 아름다운 드레스에 어울릴 보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일 거예요!

18   Mr. Loisel: 당신 친구 Forestier 부인에게 부탁해 봐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보석을 분명히 빌려줄 거예요.

19   Mrs. Loisel: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20   Mrs. Forestier: Matilda, 이렇게 보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무슨 일로 왔어요?

21 Mrs. Loisel: 우리 부부가 대사의 무도회에 초대되었어요.

22   Mrs. Forestier: 대사의 무도회라! 멋지네요! 당신은 분명 

신났겠군요.

23   Mrs. Loisel: 네… 그리고 아니기도 해요. 말하기 슬프지만 난 

보석이 없어요. 부인에게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24 Mrs. Forestier: 물론이죠! 여기 내 보석함이에요.

25 Mrs. Loisel: 와, 부인은 정말 멋진 보석들이 많네요!

26 Mrs. Forestier: 원하는 것 아무거나 골라요.

27   Mrs. Loisel: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줄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아름다워요!

28 Mrs. Forestier: 당연하죠! 자, 이제 가서 무도회를 즐겨요.

29    Matilda는 완벽한 저녁을 보낸다. 무도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본다.

30 Loisel 부부는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무도회를 떠났다.

31 Mr. Loisel: 정말 길고 긴 밤이었어요. 정말 피곤해요.

32   Mrs. Loisel: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었어요. 당신, 제가 

대사님과 춤춘 것을 아나요?

33   Mr. Loisel: 당신이 즐거웠다니 기쁘지만 나 아침에 출근해야  

p.91~94      해요.

34   Mrs. Loisel: (거울을 보며) 한 번만 더 볼게요. (충격을 받고) 

목걸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35   Mr. Loisel: 뭐라고요? 무도회를 떠날 때 걸고 있었소?

36   Mrs. Loisel: 네,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가서 찾아 줘요!

37   Loisel 씨는 길거리를 수색한다.

38 그는 무도회장으로 되돌아가 본 다음 경찰서에도 간다.

39   목걸이가 발견되지 않자, Loisel 씨는 Matilda에게 그녀의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

40   Matilda는 Forestier 부인에게 목걸이를 망가뜨려서 

돌려주기 전에 고쳐 주겠다고 말한다.

41 부부는 비슷한 것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42   Mr. Loisel: (보석상에게) 실례합니다. 저 다이아몬드 목걸이 

좀 볼 수 있을까요?

43   Mrs. Loisel: (속삭이며) 거의 똑같아요. 저걸 꼭 사야만 해요!

44 Mr. Loisel: 이거 얼마인가요?

45 Jewler: 40,000프랑이에요.

46 Mr. Loisel: 36,000에 안 될까요?

47 Mrs. Loisel: 부탁드려요, 우린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48 Jewler: 음, 그럼… 36,000프랑에 하시죠.

49 그들은 36,000프랑이 없다. 그건 큰돈이다.

50 그래서 그들은 돈을 빌린다.

51   부부는 Forestier 부인에게 돌려줄 목걸이를 산 후 돈을 갚는 

데 십 년이 걸린다.

52 그들은 아주 작은 곳으로 이사한다.

53   Loisel 씨는 부업을 구한다. Matilda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빨래를 해 준다.

54 10년 동안의 고된 일로 Matilda는 늙고 지쳤다.

55 십 년 후, Matilda는 Forestier 부인과 거리에서 마주친다.

56 Mrs. Loisel: Forestier 부인, 좋은 아침이에요.

57 Mrs. Forestier: 제가 당신을 아나요?

58 Mrs. Loisel: 네, 저예요, Matilda.

59   Mrs. Forestier: 오, 믿을 수 없어요! 당신 너무 많이 

변했어요.

60 Mrs. Loisel: 저는 당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61 Mrs. Forestier: 나 때문에요? 무슨 말이에요?

62   Mrs. Loisel: 당신이 빌려준 목걸이 기억하죠? 음, 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63 Mrs. Forestier: 그런데 그거 나한테 돌려줬잖아요.

64   Mrs. Loisel: 아니요, 나는 당신 것과 똑같은 다른 목걸이를 

돌려줬어요. 그 값을 치르느라 십 년이 걸렸어요.

65   Mrs. Forestier: 내 것을 대체하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고요?

66 Mrs. Loisel: 네, 맞아요.

67   Mrs. Forestier: 오, 가엾은 Matilda. 왜 내게 와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진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단돈 오백 프랑짜리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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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is is Mr. and Mrs. Loisel’s home in Paris.

  2   Although the home is nice, Mrs. Loisel is not 

happy.

  3  She is young and pretty, and wants a fancier life.

  4   Mrs. Loisel: (to herself) Same old house and same 

boring dinners. I hate living here!

  5   Mr. Loisel: Matilda, I am home. Look what I have 

got for you!

  6   Mrs. Loisel: What is that?

  7   Mr. Loisel: An invitation to the Ambassador’s Ball. I 

had to fight to get it. Everybody wanted it.

  8   Mrs. Loisel: (crying) Why would I want it?

  9 Mr. Loisel: Matilda. What is wrong?

10   Mrs. Loisel: I have nothing to wear to such a fancy 

party. I cannot go.

11   Mr. Loisel: Don’t be sad. Here, I will give you 400 

francs. Get yourself a beautiful new dress.

12   Mr. Loisel: (looking at Matilda’s new dress) Amazing, 

Matilda. Beautiful!

13 Mrs. Loisel: Something is not right.

14   Mr. Loisel: What could be wrong?

15   Mrs. Loisel: (crying) Oh, no. What am I going to 

do?

16   Mr. Loisel: What is it, Matilda?

17   Mrs. Loisel: I have no jewelry to wear with my 

beautiful dress. I will look so poor!

18  Mr. Loisel: Call on your friend, Mrs. Forestier. I am 

sure she will lend you some of her jewelry.

19   Mrs. Loisel: That is a good idea! Let me go at 

once.

20   Mrs. Forestier: Matilda, it is so nice to see you! 

What brings you here?

21  Mrs. Loisel: We are invited to the Ambassador’s 

Ball.

22  Mrs. Forestier: The Ambassador’s Ball! That is 

wonderful! You must be excited.

23   Mrs. Loisel: Yes… And no. I am sad to say I have 

no jewelry. May I borrow something from you?

24   Mrs. Forestier: Sure! Here is my case.

25  Mrs. Loisel: Wow, you have so many wonderful 

pieces!

26  Mrs. Forestier: Choose whatever you like.

27  Mrs. Loisel: Would you lend me this diamond 

necklace? It is beautiful!

28   Mrs. Forestier: Certainly! Now go enjoy the ball.

29   Matilda has a perfect evening. Everybody at the 

ball admires her beauty.

p.95~102 30   It is very late when the Loisels leave the ball.

31  Mr. Loisel: It was such a long night. I am so tired.

32  Mrs. Loisel: But it was worth it. Do you know I 

danced with the Ambassador?

33   Mr. Loisel: I am glad you enjoyed yourself, but I 

have to go to work in the morning.

34   Mrs. Loisel: (looking in the mirror) Just one more 

look. (shocked) The necklace... It is gone!

35   Mr. Loisel: What? Did you have it when we left the 

ball?

36   Mrs. Loisel: Yes, I surely did. Please go find it!

37   Mr. Loisel searches the streets.

38   He returns to the ball and then goes to the police.

39   When the necklace is not found, Mr. Loisel tells 

Matilda to lie to her friend.

40   Matilda tells Mrs. Forestier she broke the necklace 

and would fix it before returning it.

41   The couple needs time to find a similar one.

42   Mr. Loisel: (to the jeweler) Excuse me? May we 

look at that diamond necklace?

43   Mrs. Loisel: (whispering) It is nearly the same. We 

must have it!

44   Mr. Loisel: How much is it?

45   Jeweler: 40,000 francs.

46   Mr. Loisel: How about 36,000?

47   Mrs. Loisel: Please, we really need it.

48  Jeweler: Well, then... 36,000 it is.I

49   They do not have 36,000 francs. It is a huge 

amount of money.

50   So they borrow it.

51   After buying the necklace for Mrs. Forestier, the 

couple spends ten years paying back the money.

52   They move to a very small place.

53   Mr. Loisel gets a second job. Matilda washes 

clothes for others.

54   Ten years of hard work makes Matilda old and 

worn.

55   After ten years, Matilda runs into Mrs. Forestier on 

the street.

56   Mrs. Loisel: Mrs. Forestier, good morning.

57   Mrs. Forestier: Do I know you?

58   Mrs. Loisel: Yes, it is me, Matilda.

59   Mrs. Forestier: Oh, I cannot believe it! You have 

changed so much.

60   Mrs. Loisel: I have had some difficult times 

because of you.

61   Mrs. Forestier: Because of me?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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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rs. Loisel: Do you remember the diamond 

necklace you lent me? Well, I lost it.

63   Mrs. Forestier: But you returned it to me.

64   Mrs. Loisel: No, I returned another one just like it. 

It took us ten years to pay for it.

65   Mrs. Forestier: You bought a diamond necklace to 

replace mine?

66   Mrs. Loisel: Yes.

67   Mrs. Forestier: Oh, my poor Matilda. Why didn’t 

you come to me and tell me the truth? My 

diamond necklace was not real. It was worth only 

500 fra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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