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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T  1

기분과 감정 pp. 14~15DAY 01 

01  감정 02  기쁨, 즐거움 03  놀라게 하다 

04  부끄러운, 창피한 05  망설이다, 주저하다 

06  짜증나게 하다 07  질투하는, 시기하는 

08  좌절시키다 09  동정, 연민 10  겁먹게 만들다 

11  기분 상하게 하다 12  절망적인, 자포자기한 

13  mood 14  satisfy 15  relieve 

16  anxious 17  dislike 18  temper 

19  embarrass 20  depressed 21  panic 

22  miserable 23  complaint 

24  ~에 싫증이 나다, ~에 질리다 

25  to be honest  

STEP 1

A 01  satisfied 02  annoyed  

 03  emotional 04  offensive  

 05  anxiety

B 01  relieve 02  dislikes  

 03  panic 04  complaint

C 01  honest 02  temper  

 03  ashamed 04  hesitate  

 05  frighten

STEP 2

해석

C 01 솔직히 말하면, 그 역사 수업은 너무 지루했다. 

 02 그녀는 성질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03 내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 창피하다.

 04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05  나는 거미를 싫어한다. 그것은 나를 정말 겁먹게 만

든다.

대화와 소통 pp. 20~21DAY 02 

01  교류하다, 소통하다 02  말하다, 언급하다 

03  대답[응답]하다 04  통역하다, 해석하다 

05  수단, 방법 06  나타내다, 가리키다 

07  언급(하다), 논평(하다) 08  묻다, 질문하다 

09  요청(하다), 신청(하다) 10  거절[거부]하다 

11  사실은, 정말 12  게다가, 더욱이 

13  communicate 14  interrupt 

15  emphasize 16  translate 17  beg 

18  avoid 19  deny 20  misunderstand 

21  frankly 22  pause 23  exactly 

24  거리낌 없이[마음 놓고] ~하다 25  on purpose 

STEP 1

A 01  response 02  emphasis  

 03  translator 04  beggar  

 05  refusal

B 01  means 02  interpret  

 03  request 04  avoid  

 05  frankly

C 01  communicate 02  interrupt  

 03  pause 04  translate  

 05  indeed  

STEP 2

해석

C 01  Judy와 나는 보통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

는다.

 02 내가 통화하고 있을 때 나를 방해하지 마.

 03 그는 한참의 정적 뒤에 내 질문에 대답했다. 

 04  Mark는 내가 그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

을 도와주었다. 

 05  당신의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유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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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appearance 02  reaction   

 03  pressure 04  disability 

B 01  whistle 02  sight  

 03  cell 04  depression  

 05  mental

C 01  breathe 02  pale  

 03  stare 04  shut  

 05  crossed 

STEP 2

해석

C 01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라.

 02 귀신을 봤을 때 그녀는 창백해졌다.

 03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04 문을 조용히 닫아주세요. 

 05 Jenny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다.

교류와 관계 pp. 38~39DAY 05 

01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02  (흥미를) 끌다,  

끌어들이다 03  동행하다, 함께 가다 

04  배열[정리]하다, 준비하다, 정하다 

05  우연히 만나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06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07  희생(하다) 

08  사과하다, 사죄하다 09  방해하다 

10  속이다, 기만하다 11  꾸짖다, 혼내다 

12  맞이하다, 인사하다 13  contact 

14  exchange 15  invitation 

16  reputation 17  praise 18  assist

19  disappoint 20  insult 21  faith

22  hug 23  recognize 24  행운을 빌다

25  in return

STEP 1

성격과 태도 pp. 26~27DAY 03 

01  행동하다 02  겸손한 03  활기찬 

04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05  뛰어난, 두드러진 

06  야심 있는, 야망에 찬 07  세심한, 예민한,  

민감한 08  무시하다 09  거만한, 오만한 

10  무관심한, 무심한 11 탐욕스러운, 욕심 많은

12  수동적인, 소극적인 13  generous

14  impression 15  sincere 16  diligent

17  charm 18  bold 19  noble 

20  careless 21  selfish 22  negative 

23  pretend 24  기꺼이 ~하다 

25  look up to

STEP 1

A 01  behavior 02  ambitious  

 03  confidence 04  generosity  

 05  indifference  

B 01  impression 02  careless  

 03  passive 04  selfish  

 05  noble

C 01  arrogant 02  energetic  

 03  diligent 04  look up  

STEP 2

신체와 동작 pp. 32~33DAY 04 

01  외모, 겉모습 02  호흡하다, 숨을 쉬다 

03  장애가 있는 04  세포 05  (안색이) 창백한 

06  탈진한, 기진맥진한 07  돌리다, 구부리다 

08  재채기하다; 재채기 09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10  붙잡다, 움켜쥐다 11  휘파람을 

불다; 호루라기 12  닫다, 닫히다 13  physical 

14  sense 15  sight 16  advantage 

17  mental 18  depression 19  forehead 

20  react 21  press 22  slip 23  tap 

24  팔짱을 끼고 25  out of sight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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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① Judy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 

 ② 나는 네가 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 

 ③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라. (→ breathe)

 ④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확신한다.

 ⑤ 나는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해 항의하고 싶다. 

07 (1)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2) 나는 그의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3) 아기의 피부는 매우 민감하다. 

PA RT  2

일상과 의복 pp. 48~49DAY 06 

01  가정(의), 가구 02  정돈된, 단정한 

03  일, 허드렛일 04  그릇, 용기, (화물용) 컨테이너

05  얼룩 06  베개 07  평상시의 

08  유행하는, 유행을 따르는 

09  수리[수선]하다, 고치다 10  실 11  고무 

12  방수의 13  routine 14  balance 

15  decorate 16  responsible 17  switch 

18  spill 19  deliver 20  suitable 

21  fabric 22  leather 23  dye 

24  구별하다, 분간하다 25  dress up

STEP 1

A 01  decoration 02  delivery  

 03  fashionable

B 01  household 02  container  

 03  thread 04  dye  

 05  waterproof 06  casual

C 01  responsible 02  Switch  

 03  suitable 04  balance  

 05  apart 

STEP 2

A 01  attractive 02  faithful  

 03  assistance 04  apology  

 05  disappointment

B 01  contact 02  exchange  

 03  invitation 04  encourage  

 05  crossed

C 01  accompany 02  praise  

 03  grateful 04  in return  

 05  apologize  

STEP 2

01  ③ 02  ① 03  ⑤ 04  ② 05  ② 

06  ③ 07  (1) pleasure  (2) invitation   

(3) sensitive 08  avoid eating too much  

어휘 Test내신 
대비

pp. 40~41

해석

01 ① 주의 깊은 - 부주의한 

 ② 정신의 - 신체의

 ③ 겁먹게 하다 - 겁먹게 하다

 ④ 긍정적인 - 부정적인 

 ⑤ 격려하다 - 낙담시키다 

02 •‘Amor’는 스페인어로 ‘사랑’을 의미한다. 

 •이메일은 의사소통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① 의미하다; 수단 ② 반응하다 

 ③ 매력; 매료시키다 ④ 요청; 요청하다 

 ⑤ 언급하다

03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이

야기하다

 ① 모욕하다 ② 방해하다 ③ 배열하다 

 ④ 속이다 ⑤ 사과하다

04 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

 ② 나는 고의로 그 게임에서 졌어.

 ③ 그 남자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④ 그 사고는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다. 

 ⑤ 우리는 긴 여정 끝에 모두 기진맥진했다.

05 그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① 자랑스러운 ② 걱정하는 ③ 좌절한 

 ④ 부끄러운 ⑤ 질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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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C 01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02 방을 나갈 때는 불을 꺼라.

 03 이 공원은 피크닉 하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04  그녀는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는 중이다.

 05 그 쌍둥이들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음식 pp. 54~55DAY 07

01  영양 (섭취) 02  거르다, 빼먹다, 깡충깡충 뛰다 

03  대신에 04  (맛이) 쓴 05  끔찍한, 지독한 

06  반죽; 붙이다 07  꽉 쥐다, 짜내다 

08  혜택, 이득 09  재료, 성분 

10  인스턴트의, 즉시의 11  썩은, 부패한 

12  남은 음식 13  lack 14  digest 

15  thirst 16  sour 17  contain 

18  flavor 19  variety 20  local 

21  raw 22  source 23  prefer

24  ~에 대해 걱정[염려]하다 25  go on a diet 

STEP 1

A 01  digestion 02  thirsty  

 03  awfully 04  benefit  

 05  rotten

B 01  lack 02  source  

 03  local 04  instant  

 05  raw

C 01  instead 02  variety  

 03  prefer 04  diet  

 05  concerned 

STEP 2

해석

C 01 네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내가 대신 갈게.

 02 우리는 여러 가지 꽃을 정원에 심었다.

 03 나는 디저트로 과일보다 케이크를 선호한다.

 04  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

했다.

 05 그녀는 시험 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질병과 의료 pp. 60~61DAY 08 

01  병, 아픔 02  필요한, 필수적인 

03  목적, 목표 04  심각한, 심한 05  상담하다 

06  의식이 있는, 알고 있는 07  감염, 전염(병) 

08  면역력이 있는 09  치료(법); 치료하다 

10  다행히도 11  보험 12  약국 13  medical 

14  condition 15  symptom 

16  treatment 17  risk 18  harm 

19  ease 20  wound 21  recover 

22  warn 23  patient 24  믿다, 의지하다 

25  as ~ as possible 

STEP 1

A 01  consultant 02  harmful  

 03  recovery 04  patience  

 05  risky

B 01  medical 02  symptom  

 03  insurance 04  infection  

 05  ease

C 01  wound 02  possible  

 03  necessary 04  aim  

 05  warn 

STEP 2

해석

C 01 그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02 가능한 한 빨리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03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04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05 나는 그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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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pp. 72~73DAY 10

01  전문적인, 직업의 02  유능한, ~을 할 수 있는 

03  안정된, 안전한 04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05  (일을) 맡기다, 할당하다 06  일시적인, 임시의 

07  운영[관리]하다, 해내다 08  결과 

09  실수, 오류 10  부서, 과 

11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12  노동 13  expert 

14  firm 15  employ 16  colleague 

17  quality 18  retire 19  attach 

20  reward 21  establish 22  cooperate 

23  document 24  ~에 지원[신청]하다 

25  generally speaking

STEP 1

A 01  professional 02  temporary 

 03  establish  04  employ

B 01  attach 02  expert  

 03  firm 04  department 

 05  quality

C 01  capable 02  retired  

 03  employ 04  required  

 05  apply  

STEP 2

해석

C 01 어떤 물고기들은 장거리를 수영할 수 있다.

 02 그녀는 3년 전에 은퇴했다.

 03 그 회사는 몇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니?

 04 모든 방문객들은 핸드폰 전원을 끄도록 요구된다. 

 05 여권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돈과 소비 pp. 66~67DAY 09

01  소비자 02  합리적인, (가격이) 적당한 

03  필수품 04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05  재산, 소유물 06  구입(하다), 구매(하다) 

07  꼬리표 08  저축(한 돈), 절약 

09  가치; 중요하게 여기다 10  소득, 수입 

11  다양성, 범위; (범위가) 걸쳐 있다 

12  액수, 금액, 합계 13  expense 14  refund 

15  guarantee 16  option 17  debt 

18  select 19  luxury 20  account 

21  credit 22  allowance 23  owe 

24  ~할 여유가 없다, ~할 형편이 아니다 

25  pay back 

STEP 1

A 01  expensive 02  reasonable  

 03  valuable 04  optional   

 05  necessity   

B 01  account 02  property  

 03  luxury 04  tag  

 05  guarantee

C 01  refund 02  purchase  

 03  range 04  allowance  

 05  afford 

STEP 2

해석

C 01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환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당신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03 그 상점은 다양한 가정 용품을 판다.

 04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루에 5달러의 용돈을 받는

다.

 05 그는 새 컴퓨터를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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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⑤  

06  ④ 07  (p)atient 

08  are required to attend

어휘 Test내신 
대비

pp. 74~75

해석

01 ① 배달하다 - 배달 ② 갈증 - 목이 마른

 ③ 치료하다, 대우하다 - 치료, 대우

 ④ 선호하다 - 선호 ⑤ 소화하다 - 소화

02 •불을 끄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라.

 •그는 높은 임금을 위해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① 꼬리표 ② 선택 ③ 범위   

④ 스위치; 바꾸다 ⑤ 균형; 균형을 잡다

03 그 회사의 주된 목표는 유럽의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다.

 ① 계획 ② 부족 ③ 수입 ④ 위험 ⑤ 목표

04 •그녀는 곧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것이다. 

 •나는 면보다 밥을 선호한다. 

 •이 곳이 여권을 신청하는 장소인가요?

05 ① 그 쌍둥이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도 된다. 

 ③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을게.

 ④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 

 ⑤ 그녀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걱정한다. 

06 ① 그는 그 시험을 쉽게 통과했다.

 ② 그녀는 그 비싼 가방을 살 형편이 안된다.

 ③ 그는 작년에 회사에서 은퇴했다. 

 ④  그녀는 이 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possesses)

 ⑤ 그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07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PA RT  3

인생 pp. 82~83DAY 11 

01  기회 02  보통의, 평범한 03  직업 

04  필수적인, 중요한 05  측면 06  극복하다 

07  배경 08  입양하다, 채택하다 

09  닮다, 비슷하다 10  짐, 부담(을 주다) 

11  장례식 12  운명 13  wisdom 

14  fortune 15  success 16  struggle 

17  frustrate 18  challenge 19  relative 

20  pregnant 21  mature 22  bury 

23  failure 24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25  put off

STEP 1

A 01  success 02  destiny  

 03  chance 04  extraordinary 

 05  delay

B 01  fortune 02  relative  

 03  background 04  adopt  

 05  funeral

C 01  overcome 02  resemble  

 03  essential 04  struggle  

 05  heart  

STEP 2

해석

C 01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02 Amy는 그녀의 어머니와 전혀 닮지 않았다.

 03 좋은 잠은 건강에 필수적이다. 

 04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 애쓴다.

 05 진심으로, 네가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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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취미 pp. 88~89DAY 12 

01  여가 02  목적, 의도 03  예약하다 

04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05  확인하다, 확정하다 

06  짐, 수하물 07  항해, 여행 08  기념품 

09  서핑하다, 검색하다 10  장비, 용품 

11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12  대단히 귀중한 

13  refresh 14  suitcase 15  rent 

16  additional 17  sightseeing 

18  worth 19  adventure 20  captain 

21  destination 22  antique 23  collection 

24  ~에 열중[몰두]하다 25  go abroad  

STEP 1

A 01  exclude 02  extra  

 03  book 04  baggage 

B 01  souvenir 02  equipment  

 03  voyage 04  leisure  

 05  rent 06  suitcase   

C 01  absorbed 02  worth  

 03  purpose 04  antique   

 05  abroad

STEP 2

해석

C 01 그녀는 컴퓨터 게임에 매우 열중해 있다. 

 02 그 책은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 

 03 그녀는 음악을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 

 04 그는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샀다. 

 05 우리는 여름 방학 동안 해외에 갈 계획이다.

기억과 경험 pp. 94~95DAY 13 

01  즐겁게 하다 02  놀라운, 믿을 수 없는 

03  특이한, 흔치 않은 04  준비하다, 정리하다 

05  화려한, 고급의 06  거의 ~아니다[없다] 

07  기억해 내다 08  거닐다, 돌아다니다 

09  귀중한, 소중한 10  찾다, (도움·충고를) 구하다  

11  (특정한) 때, 경우, 행사 12  기념[축하]하다 

13  rare 14  regret 15  vivid 16  scent 

17  detail 18  deserve 19  honor 

20  annual 21  ceremony 22  desire 

23  anniversary 24  ~에 기대다, ~에 의존하다 

25  come to mind 

STEP 1

A 01  rare 02  incredible  

 03  valuable 04  unusual 

B 01  celebrate 02  annual  

 03  vivid 04  fancy  

 05  ceremony

C 01  scent 02  regret  

 03  occasions 04  deserves  

 05  rely 

STEP 2

해석

C 01 그녀는 장미 향기를 좋아한다.  

 02 그는 그 결정을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

 03 나는 특별한 경우에 내 흰색 드레스를 입는다. 

 04  나는 Jones 씨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05 요즘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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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도로 pp. 100~101DAY 14 

01  (교통) 요금 02  이동(하다), 환승(하다) 

03  경로, 노선 04  매다, 채우다 

05  붐비는, 혼잡한 06  직행의, 직접적인; 지휘하다 

07  횡단보도  08  교차로 09  보행자 10  길 

11  승강장, 연단 12  거리, 대로 13  vehicle 

14  express 15  passenger 16  transport 

17  load 18  license 19  accident 

20  track 21  rush 22  noisy 23  aboard 

24  ~를 태워주다 25  be about to  

STEP 1

A 01  crowded 02  transportation 

 03  noisy

B 01  passenger 02  accident  

 03  route 04  rush  

 05  express 06  direct  

 07  license

C 01  transfer 02  fasten  

 03  crosswalk 04  about  

 05  ride  

STEP 2

해석

C 01 우리는 홍콩에서 다른 비행기로 환승해야 한다. 

 02 안전 벨트를 매주시겠어요?

 03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조심해라.

 04 내가 가장 좋아하는 TV쇼가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05 우리 아버지는 매일 나를 학교까지 태워주신다. 

장소와 건물 pp. 106~107DAY 15 

01  근처, 인근, 이웃 사람들 02  시골의, 지방의 

03  시내로, 시내의 04  구역, 지역 05  건설하다 

06  벽돌 07  외부의, 밖의 08  복도, 통로 

09  항구 10  풍차 11  강당, 객석 

12  작은 공간, 부스 13  countryside 

14  urban 15  concrete 16  steel 

17  indoor 18  ceiling 19  guard 

20  public 21  lighthouse 22  fountain 

23  complex 24  모퉁이를 돌아서, 얼마 남지 않은 

25  by accident  

STEP 1

A 01  urban 02  internal  

 03  complicated 04  outdoor

B 01  downtown 02  zone  

 03  aisle 04  public    

 05  auditorium   

C 01  accident 02  fountain  

 03  harbor 04  neighborhood 

 05  corner  

STEP 2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① 

06  ⑤ 07  (A) hardly  (B) hard 

08  is worth reading 

어휘 Test내신 
대비

pp. 108~109

해석

01 ① 횡단보도 ② 교차로 ③ 대로 

 ④ 분수 ⑤ 보행자 

02 예약하다 : 예약하다 = 귀중한 : 귀중한

 도시의 : 시골의 = 성공 : 실패

 ① 가치 없는 - 지혜 ② 귀중한 - 운 

 ③ 드문 - 목적 ④ 특이한 - 후회   

⑤ 귀중한 -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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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특이하고 신이 나거나 위험한 경험이나 활동

 ① 관광 ② 기념품 ③ 모험 ④ 항해 ⑤ 목적지

04 ①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② 그는 쉽게 그 수학 문제를 풀었다. 

 ③ Alice는 그녀의 할머니와 닮았다.

 ④ 그녀는 팔짱을 낀 채로 줄을 서고 있었다.

 ⑤ 그 승강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05 그 책의 초판본은 단 몇 부만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다. 

 ① 희귀한 ② 평범한 ③ 상대적인 

 ④ 생생한 ⑤ 전반적인

06 ① 그녀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② 그 콘서트는 큰 성공이었다. 

 ③ 그의 집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다.

 ④ 그 축제는 연례 학교 행사가 되었다. 

 ⑤ 이 지역은 밤에 항상 매우 시끄럽다. (→ noisy)

07 나는 영어를 거의 말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부터 영어

를 아주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PA RT  4

학교와 수업 pp. 116~117DAY 16 

01  학기 02  완료하다; 완전한 03  졸업(식) 

04  교육하다, 가르치다 05  시각의, 눈에 보이는 

06  가능성, 잠재력; 잠재적인 07  외우다, 암기하다 

08  요약, 개요 09  철자를 쓰다[말하다] 

10  부정행위를 하다 11  시설 12  기숙사 

13  lecture 14  term 15  absent 

16  major 17  entrance 18  fluent 

19  concentrate 20  review 

21  pronounce 22  peer 23  counselor 

24  (경쟁 등에서) 뒤처지다 25  sign up for

STEP 1

A 01  memory 02  summarize  

 03  pronunciation 04  complete  

 05  counselor

B 01  visual 02  entrance  

 03  graduation 04  potential  

 05  lecture

C 01  absent 02  behind  

 03  review 04  concentrate 

 05  sign 

STEP 2

해석

C 01 Judy는 심한 감기 때문에 학교를 결석했다.

 02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3 나는 그 소설을 읽은 뒤에 서평을 쓸거야. 

 04 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해야 한다.

 05 나는 수영 강습에 등록할 것이다. 

교육과 학문 pp. 122~123DAY 17

01  기본의, 기초적인 02  강의, 강좌, 과정 

03  주요한, 초기의 04  지능 05  동기를 부여하다

06  얻다, 습득하다 07  지시하다, 가르치다 

08  학업의, 학문의 09  참조하다, 언급하다 

10  검토하다, 조사하다 11  지적인, 지성의 

12  궁극적인, 최종적인 13  ability 

14  knowledge 15  target 16  field 

17  combine 18  concept 19  prior 

20  evaluate 21  pursue 22  theory 

23  insight 24  ~보다는, ~ 대신에 

25  be eager to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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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evaluation 02  motivation  

 03  basic 04  examination 

 05  pursuit

B 01  knowledge 02  course  

 03  primary 04  intelligence 

 05  prior       

C 01  combine 02  rather  

 03  acquire 04  refer  

 05  eager 

STEP 2

해석

C 01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을 얻을 거야. 

 02 나는 밖에 나가기 보다는 집에 있기로 결정했다. 

 03 아이들은 대체로 외국어를 빨리 습득한다. 

 04 필요하다면 너는 사전을 참조해도 된다.

 05 그녀는 운전하는 법을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사회와 문화 pp. 128~129DAY 18 

01  관습, 풍습 02  기준, 수준; 표준의 

03  특징, 특성 04  관계, 관련(성) 

05  기부하다, 기여하다 06  기금, 자금 

07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08  거주자, 주민 

09  지위, 상태, 상황 10  신원, 신분 

11  포즈; 포즈를 취하다, (문제를) 일으키다 

12  금지하다 13  social 14  traditional 

15  individual 16  generation 

17  distribute 18  survey 19  population 

20  immigrate 21  rank 22  accent 

23  gap 24  설립하다, 설치하다 25  in public 

STEP 1

A 01  society 02  distribution 

 03  immigration 04  residence

B 01  traditional 02  standard  

 03  generation 04  population   

 05  identity

C 01  contributed 02  forbidden  

 03  public 04  individual 

STEP 2

역사와 종교 pp. 134~135DAY 19

01  역사적인, 역사상의 02  (국가·사회의) 유산 

03  유적, 유물 04  제국 05  잔혹한, 잔인한 

06  숙고하다, ~로 여기다, 배려하다 

07  사악한; 악, 악행 08  정신, 영혼 

09  믿음, 신념 10  무덤 11  사제, 성직자 

12  축복을 빌다 13  ancient 14  revolution 

15  absolute 16  legend 17  myth 

18  religion 19  holy 20  pray 

21  heaven 22  temple 23  miracle 

24  ~을 따서 이름 지어지다 25  hand down  

STEP 1

A 01  spiritual 02  legendary  

 03  religious 04  belief 

B 01  ancient 02  revolution  

 03  heritage 04  evil  

 05  priest

C 01  absolute 02  pray  

 03  consider 04  historical  

 05  named after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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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생각 pp. 140~141DAY 20

01  명백한, 분명한 02  제안하다, 청혼하다 

03  거부[거절]하다 04  논쟁, 말다툼, 주장 

05  납득[확신]시키다 06  주장하다, 고집하다 

07  반대하다 08  추측하다, 가정하다 

09  주장(하다), 청구(하다) 10  추정하다 

11  논평, 언급; 논평하다 12  연상하다, 연관 짓다 

13  positive 14  certain 15  persuade 

16  approve 17  probably 18  settle 

19  intend 20  abstract 21  realistic 

22  conclude 23  alternative 

24  의미가 통하다, 말이 되다 25  put up with

STEP 1

A 01  negative 02  oppose  

 03  reject 04  unrealistic

B 01  alternative 02  abstract  

 03  approve 04  claim

C 01  associate 02  intend  

 03  obvious 04  put up  

 05  make sense 

STEP 2

01  ② 02  ③ 03  ① 04  ② 05  ④  

06  ⑤ 07  (f)luent 08  is forbidden

어휘 Test내신 
대비

pp. 142~143

해석

01 보기  긍정적인 - 부정적인

 ① 정상적인 - 비정상적인 ② 목표 - 목표

 ③ 거절하다 - 받아들이다 ④ 추상적인 - 구체적인 

 ⑤ 이민을 오다 - 이민을 가다

02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남아 있다. 

 • 당신은 이 박물관에서 많은 고대 유물을 볼 수 있습

니다. 

 ① 자세; (포즈를) 취하다 ② 주장; 주장하다

 ③ 유물; 남아 있다 ④ 등급; (순위를) 매기다

 ⑤ 수단; 의미하다

03 그들의 주요한 목표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① 주요한 ② 기본의 ③ 현실적인 

 ④ 시각적인 ⑤ 공통적인

04 ① 나는 이번 학기에 컴퓨터 수업을 들을 것이다. 

 ② Jake는 학교 밴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③ 그녀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유명하다.

 ④ 그 계획은 완전한 실패였다.

 ⑤ 나는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05 •너는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사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텐트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06 Anna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넓히려는 

열의가 있다. 

 ① 강의 ② 지위 ③ 관습 ④ 믿음 ⑤ 지식

07 •언어를 매우 잘 말할 수 있는

 그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지만 영어가 매우 유창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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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T  5

문학 pp. 150~151DAY 21 

01  작가, 저자 02  의미 03  구, 어구 04  문맥, 

맥락 05  속담 06  (~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07  비극 08  삽화를 넣다, 명확히 설명하다 

09  판, 형태 10  대단히, 고도로 11  일류의,  

고전의, 전형적인; 고전, 명작 12  전기 

13  literature 14  content 15  theme 

16  sentence 17  fiction 18  inspire 

19  mystery 20  imagination 21  publish 

22  criticize 23  edit 24  ~에 전념하다 

25  as usual

STEP 1

A 01  mysterious 02  tragic  

 03  criticism   04  meaningful  

 05  illustration

B 01  author 02  fiction  

 03  imagination  04  biography  

 05  version

C 01  content 02  inspired  

 03  regard  04  published  

 05  devoted

STEP 2

해석

C 01 그는 그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다. 

 02 이 그림은 한 아름다운 소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03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밍웨이를 위대한 작가로 여

긴다.

 04 그녀의 일기는 여러 언어로 출판되었다. 

 05 그 예술가는 일생 동안 그림 그리는 것에 전념했다. 

공연과 예술 pp. 156~157DAY 22 

01  박수를 치다 02  훌륭한, 매우 밝은 03  공연, 

성과, 실적 04  노래 가사 05  특정한, 특별한 

06  지휘하다, 수행[실시]하다 07  존경하다 

08  진짜의, 진품의 09  기법, 기술 10  조각(품) 

11  고마워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12  조각하다,  

깎아서 만들다 13  compose 14  audience 

15  costume 16  successful 17  genius 

18  exhibit 19  represent 20  fake 

21  memorable 22  imitate 

23  masterpiece 24  거절하다 

25  in advance 

STEP 1

A 01  performance 02  imitation  

 03  admiration 04  exhibition  

 05  technical

B 01  costume 02  successful  

 03  brilliant 04  genius  

 05  fake

C 01  composed 02  particular  

 03  memorable   04  conducted  

 05  advance 

STEP 2

해석

C 01 이 시는 1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너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에 민감할 수 있다 

 03  우리의 인도 여행은 많은 이유로 기억에 남는다.

 04  Jason은 3년 동안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왔다.

 05 사전에 티켓을 예매하면 더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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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언론 pp. 162~163DAY 23 

01  발표하다, 알리다 02  주의, 주목, 관심, 흥미 

03  널리 퍼진, 광범위한 04  즐겁게 해주다 

05  최신의, 최근의 06  정확한 07  명성 

08  부분, 부문, 면 09  알리다, 통지하다 

10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11  채널 

12  음량, 볼륨, 분량 13  broadcast 

14  mass media 15  script 16  staff 

17  talent 18  host 19  shoot 20  article 

21  analyze 22  advertise 23  reality 

24  결심하다, 결정하다 25  as a result 

STEP 1

A 01  announcement 02  fame  

 03  advertisement   04  analysis  

 05  reality  

B 01  broadcast 02 latest  

 03  host 04  article  

 05  channel

C 01  mind 02  accurate  

 03  reveal 04  section    

 05  result

STEP 2

해석

C 01 그녀는 그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02 그 영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03 그 기자는 자신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04 대부분의 신문은 스포츠면이 있다. 

 05  Jake는 경기 중에 다리를 다쳤다. 그 결과, 우리는 

졌다. 

사회 문제 pp. 168~169DAY 24 

01  안건, 쟁점, 문제 02  걱정, 관심사; 걱정시키다 

03  개인적인, 사적인 04  주거지, 피난처, 보호소 

05  사건, 일 06  일어나다, 발생하다 

07  사례, 경우 08  (범죄를) 저지르다 

09  구하다; 구조, 구출 10  조사[연구]하다 

11  살인; 살해하다 12  버리다, 포기하다 

13  solution 14  poverty 15  hunger 

16  moral 17  minority 18  criminal 

19  violent 20  clue 21  suspect 

22  victim 23  approach 24  ~로 이어지다, 

~을 초래하다 25  cut in line

STEP 1

A 01  solution  02  crime  

 03  investigation 04  violence

B 01  shelter 02  moral  

 03  commit 04  victim  

 05  rescue 06  personal

C 01  approach 02  cut in line  

 03  hunger  04  lead to

STEP 2

상황 묘사 pp. 174~175DAY 25 

01  즐거운, 기분 좋은 02  적절한, 적합한 

03  복잡한 04  상황, 환경 05  혼란스럽게 하다, 

혼동하다 06  분명한, 명백한 07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08  엉망진창 09  희미한, 약한; 기절

하다 10  상태, 주; 진술하다 11  힘든, 강인한 

12  장애(물) 13  peaceful 14  impossible 

15  formal 16  visible 17  matter 

18  comfort 19  danger 20  capture 

21  emergency 22  isolate 23  urgent 

24  사실은 25  as[so] long as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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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unpleasant 02  complicated 

 03  invisible 04  evident  

 05  informal

B 01  impossible 02  matters  

 03  emergency 04  urgent  

 05  obstacle

C 01  danger 02  available   

 03  confuse 04  long as   

 05  matter of fact

STEP 2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A) custom  (B) costume 

08  devote myself to studying

어휘 Test내신 
대비

pp. 176~177

해석

01 ① 눈에 보이는 ② 가능한 ③ 평범한 

 ④ 소설 ⑤ 즐거운

02 나는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생애에 대한 이야기이다.

 ① 주제 ② 소설 ③ 미스터리 

 ④ 상상(력) ⑤ 전기

03 누군가나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분리시

키다

 ① 모방하다 ② 폭로하다 ③ 버리다 

 ④ 접근하다 ⑤ 고립시키다

04 •David은 매우 높이 뛸 수 있다.

 •그 회의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05 네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① 알리다 ② 묘사하다 ③ 유용하다 

 ④ 중요하다 ⑤ 다르다 

06 ①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여긴다.

 ②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③ 너는 그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④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기아로 죽는다.

 ⑤ 나는 Angela와 그녀의 언니를 종종 혼동했다.

07 설날에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은 우리의 풍습이다. 

PA RT  6

지역과 기후 pp. 184~185DAY 26 

01  지역, 지방 02  북극의; 북극 (지방) 03  열대 

지방의, 열대의 04  (열대) 우림 05  다양하다,  

다르다 06  수평선, 지평선 07  적응하다 

08  포근한, 가벼운, 약한 09  내리다; 아래쪽의 

10  영향을 미치다 11  계속되는, 지속적인 

12  주로, 대부분 13  polar 14  degree 

15  climate 16  peak 17  temperature 

18  forecast 19  shade 20  freezing 

21  factor 22  impact 23  humid 

24  야기하다, 초래하다 25  according to 

STEP 1

A 01  various 02  humidity  

 03  continuous 04  adaptation

B 01  tropical 02  polar  

 03  peak 04  climate  

 05  lower

C 01  temperature 02  forecast  

 03  freezing 04  impact  

 05  bring about

STEP 2

자연과 환경 pp. 190~191DAY 27

01  재난, 재해 02  지진 03  자연의, 당연한,  

타고난 04  조수, 조류 05  (생물의) 종 06  화석 

07  산소 08  연료 09  석탄 10  쓰레기 

11  산성의 12  보존하다, 지키다 13  drought 

14  volcano 15  erupt 16  stream 

17  evolve 18  environmental 19  pollute 

20  resource 21  reuse 22  endangered 

23  extinct 24  ~을 다 써버리다, 바닥내다 

25  in danger of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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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extinction 02  environmental 

 03  pollution   04  reusable  

 05  preservation

B 01  disaster  02  volcano  

 03  fossil 04  resource  

 05  acid

C 01  evolve  02  endangered 

 03  earthquake 04  species  

 05  run

STEP 2

해석

C 01 인간은 침팬지에서 진화하지 않았다. 

 02 코알라는 호주의 멸종 위기 동물 중 하나이다. 

 03 그 도시는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 

 04 세상에는 약 30,000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 

 05 그 나라는 30년 이내에 기름을 다 써버릴 것이다.

변화와 영향 pp. 196~197DAY 28 

01  바꾸다, 변형시키다 02  알아차리다; 주목, 통지 

03  달려있다, 의지하다 04  영향, 효과, 결과 

05  유지하다, 지속하다 06  조치, 동작, 행위 

07  계속[여전히] ~이다, 남다 08  전체의, 전부의 

09  나쁘게, 심하게 10  제거하다, 없애다 

11  생기다, 발생하다 12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13  influence 14  dramatic 15  attempt 

16  decrease 17  ruin 18  adjust 

19  limit 20  exclude 21  loss 

22  disappear 23  resist 

24  갑자기, 느닷없이 25  in vain

STEP 1

A 01  increase 02  whole  

 03  disappear  04  include  

 05  arise

B 01  effect   02  limit  

 03  loss 04  expose

C 01  action   02  depend  

 03  adjust   04  remove  

 05  sudden

STEP 2

위치와 공간 pp. 202~203DAY 29

01  위치를 알아내다, (~에) 두다 02  안쪽의, 내면의 

03  위쪽의, 상부의 04  넓은 05  앞으로, 앞쪽으로 

06  앞으로, 앞서서 07  (공간·시간을) 차지하다 

08  지하의; 땅속에 09  인근의; 근처에 

10  가파른, 급격한 11  펼치다, 퍼지다 12  줄, 열 

13  position 14  opposite 15  backward(s) 

16  upward(s) 17  distant 18  compass 

19  depth 20  surface 21  surround 

22  separate 23  length 24  우연히 만나다, 

충돌하다 25  back and forth

STEP 1

A 01  narrow 02  backward  

 03  outer  04  lower   

 05  behind

B 01  position 02  distant  

 03  opposite   04  steep  

 05  surface

C 01  surrounded 02  located  

 03  nearby 04  run into

STEP 2

시간과 순서 pp. 208~209DAY 30

01  현재의, 지금의; 흐름 02  잠시의, 간략한 

03  요즘에는 04  최근의, 근래의 05  빠른,  

급속한 06  다음의, 다음에 나오는 07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는 08  연기하다, 미루다 

09  연장하다, 넓히다, 늘리다 10  계속되는,  

지속적인 11  ~하기로 예정된, 지불해야 하는 

12  최근에, 요즘 13  modern 14  century 

15  previous 16  delay 17  decade 

18  permanent 19  frequent 20  gradually 

21  random 22  immediately 23  midnight 

24  내내, 줄곧 25  in time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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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frequently 02  extension  

 03  constantly 04  lately

B 01  rapid   02  midnight  

 03  recent  04  random  

 05  century

C 01  rarely  02  decades  

 03  due    04  all the way  

 05  previous

STEP 2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7  (A) adopted  (B) adapt 

08  is located in

어휘 Test내신 
대비

pp. 210~211

해석

01 ① 다르다 - 다르다

 ② (폭이) 넓은 - (폭이) 좁은

 ③ 전체의 - 전체의 

 ④ 예측하다 - 예측하다

 ⑤ 드러내다 - 드러내다

02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

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① 매우 추운 ② 급격한 ③ 멸종의

 ④ 영구적인 ⑤ 멸종 위기의

03 ① 10년: 10년의 기간 

 ② 현대의: 현재에 속한

 ③ 표면: 무언가의 최상층

 ④ 가뭄: 오랜 기간의 건조한 기후

 ⑤ 잠시의: 오랜 기간 계속되는

04 공기, 물, 땅을 더럽고 사용하기 위험하게 만드는 것

 ① 진화하다 ② 보존하다 ③ 오염시키다

 ④ 유지하다 ⑤ 차지하다

05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그의 부주의한 운전이 사고를 초래했다.

 •나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

06 ① 나는 최근에 매우 바빴다. 

 ② 우리 오빠는 야채를 거의 먹지 않는다. 

 ③ 우리가 경기를 형편없이 해서 졌다. 

 ④ 색깔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ffect)

 ⑤ 그 책상들은 여섯 줄로 배열되어 있다.

07 그 회사는 새 제도를 채택해서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PA RT  7

과학과 연구 pp. 218~219DAY 31 

01  진전, 진보; 진행되다  02  실험; 실험하다 

03  연구(하다), 조사(하다) 04  방법 

05  요소, 성분, 원소 06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07  비추다, 반사하다, 반영하다 08  불꽃, 불길 

09  흡수하다, (관심을) 빼앗다 10  혼합물 

11  기관, 협회 12  기초, 근거 13  scientific 

14  laboratory 15  difficulty 16  stage 

17  microscope 18  discover 19  electric 

20  freeze 21  physics 22  filter 

23  chemistry 24  ~로 이루어지다,  

~로 구성되다 25  figure out 

STEP 1

A 01  discovery 02  basis  

 03  frozen  04  mixture  

 05  chemical

B 01  electric 02  element  

 03  difficulty  04  generate  

 05  reflect     

C 01  progress 02  stage  

 03  absorbed  04  consist  

 05  scientific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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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C 01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02 그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03 그는 새로운 연구에 열중했다. 

 04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05 그 이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기술과 우주 pp. 224~225DAY 32 

01  성장[발전]하다, 개발하다 02  증거, 근거, 흔적 

03  진보; 진보하다 04  중요한, 의미 있는 

05  (인공)위성 06  우주 07  기원, 근원 

08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09  우주 비행사 

10  시작[출시]하다, 발사하다; 개시, 출시,  발사 

11  증명하다, (사용법을) 보여주다 12  내부의,  

체내의 13  technology 14  invent 

15  replace 16  artificial 17  telescope 

18  observe 19  galaxy 20  explore 

21  creature 22  gravity 23  atmosphere 

24  ~을 갖추다, ~이 장착되어 있다  

25  before long 

STEP 1

A 01  technological 02  inventor  

 03  observation  04  rotation   

 05  universal

B 01  develop 02  satellite  

 03  atmosphere   04  artificial  

 05  evidence

C 01  equipped 02  significant  

 03  replaced  04  demonstrated 

 05  advance

STEP 2

해석

C 01 모든 교실은 TV를 갖추고 있다. 

 02 대기 오염은 도시의 중요한 문제이다. 

 03 그 회사는 직원들을 기계로 대체했다. 

 04  선생님은 망원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셨다. 

 05 과학은 20세기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다. 

기계와 컴퓨터 pp. 230~231DAY 33 

01  기능; 기능[작동]하다 02  작동시키다, 수술하다,  

운영하다 03  전자의, 전자 장비의 04  장치, 기구 

05  점검하다, 검사하다 06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07  얻다, 획득하다 08  가상의 

09  구하다, 저축하다, 절약하다, 저장하다 

10  삭제하다 11 끌다, 드래그하다 12  연결하다; 

관련, 연결, 링크 13  provide 14  convenient 

15  repair 16  wireless 17  manual 

18  mobile 19  perform 20  install 

21  virus 22  access 23  code 

24  A가 ~하는 것을 막다[방지하다] 

25  out of order 

STEP 1

A 01  convenience 02  installation  

 03  device  04  operation  

 05  performance

B 01  electronic 02  repair  

 03  access  04  mobile  

 05  virtual

C 01  function 02  save  

 03  delete  04  prevent

STEP 2

사물과 특징 pp. 236~237DAY 34 

01  특징; 특징을 이루다 02  다른, 별개의, 분명한, 

뚜렷한 03  것, 물건, 일 04  전형적인, 대표적인 

05  분명한, 맑은, 투명한 06  이상한, 홀수의 

07  구별하다, 구분하다  08  끈적거리는 

09  차이, 다름 10  매우 비슷한; 비슷하게 

11  끈, 줄 12  (작고 동그란) 점 13  layer 

14  specific 15  contrast 16  define 

17  pure 18  flexible 19  angle 20  tip 

21  rough 22  edge 23  crack 

24  줄이다, (나무를) 베다 25  out of date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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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difference 02  definition  

 03  purity 04  typically

B 01  odd 02  rough  

 03  tip 04  edge  

 05  specific

C 01  sticky 02  contrast  

 03  distinguish  04  out of date  

 05  feature

STEP 2

수량과 정도 pp. 242~243DAY 35 

01  추정하다, 어림잡다; 추정(치) 02  총, 전체의,  

완전한; 합계 03  정확한, 정밀한 04  대략, 거의 

05  곱하다, 증가[증대]하다 06  양, 수량, 분량 

07  막대한, 거대한 08  거의 09  보통의, 중간의, 

적당한 10  약간의, 경미한 11  10억 

12  꽤, 상당히 13  figure 14  measure 

15  calculate 16  maximum 17  quarter 

18  sufficient 19  average 20  extreme 

21  million 22  reduce 23  further 

24  게다가 25  at least

STEP 1

A 01  exact   02  minimum  

 03  insufficient 04  enormous  

 05  nearly

B 01  total 02  quantity  

 03  slight  04  average    

 05  extreme

C 01  calculate 02  reduce  

 03  million  04  at least

STEP 2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A) near  (B) nearly 

08  enable us to monitor

어휘 Test내신 
대비

pp. 244~245

해석

01 ① 회전하다 - 회전 ② 작동하다 - 작동

 ③ 공연하다 - 공연 ④ 편리한 - 편리

 ⑤ 고안하다 - 장치

02 학교를 짓는 것은 그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 

 ① 가상의 ② 중요한 ③ 어려운   

④ 창의적인 ⑤ 인공의

03 •그 드라마는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학교는 컴퓨터실을 갖추고 있다. 

 •그 의사는 지방을 줄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최소 한 대의 TV가 있다.

04 과학적 연구나 실험에 사용되는 특별한 방이나 건물

 ① 기능 ② 중력 ③ 실험실   

④ 개시, 발사 ⑤ 협회

05 • 나는 새 태블릿 PC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할 거야. 

 •너는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한다. 

06 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자. 

 ②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③ 이 전자사전은 사용하기 쉽다. 

 ④  그 쌍둥이들은 매우 비슷해서 나는 늘 그들을 혼동

한다. 

 ⑤ 그는 많은 양의 보석을 도난당했다. 

07 Andy와 나는 우리집 근처에서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 

우리는 거의 일 년 동안 함께 조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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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RT  8

경제와 산업 pp. 252~253DAY 36 

01  안정된, 안정적인 02  금융, 재정, 자금 

03  성장, 증가 04  공급(량); 공급[제공]하다 

05  꾸준한, 지속적인 06  감소, 하락; 감소하다,  

거절하다 07  팽창[확대]하다, 확장되다 

08  규모, 정도, 저울 09  수출하다; 수출(품) 

10  (땅을) 갈다, 경작하다 11  상업, 무역 

12  해외로; 해외의 13  economic 14  invest 

15  industry 16  demand 17  manufacture 

18  output 19  efficient 20  import 

21  compete 22  agriculture 23  harvest 

24  ~을 이용하다, ~을 기회로 삼다 

25  as far as I know

STEP 1

A 01  financial 02  economical 

 03  investment   04  competition 

 05  commercial

B 01  industry 02  steady  

 03  supply   04  manufacture 

 05  scale

C 01  growth 02  advantage  

 03  harvest 04  demand  

 05  expand

STEP 2

정치와 선거 pp. 258~259DAY 37

01  민주주의 (국가) 02  자유 03  주시[감시]하다; 

화면 04  대립, 갈등, 분쟁 05  참가[참여]하다 

06  지지하다, 부양하다; 지지, 지원 07  포함하다, 

관련[관여]시키다 08  임명[지명]하다, (시간·장소를)  

정하다 09  압박, 압력 10  위원회 11  토론(하다), 

논의(하다), 논쟁 12  미래상, 전망, 시력 

13  political 14  strategy 15  policy 

16  protest 17  crisis 18  negotiate 

19  elect 20  candidate 21  campaign 

22  vote 23  predict 24  ~하기로 되어 있다, 

~할 예정이다 25  the majority of

STEP 1

A 01  politics 02  appointment 

 03  prediction 04  negotiation  

 05  voter

B 01  policy  02  pressure  

 03  candidate  04  vision  

C 01  crisis   02  involved  

 03  participate  04  elect  

 05  supposed

STEP 2

법 pp. 264~265DAY 38 

01  허가하다; 허가증 02  합법적인, 법률의 

03  규제하다, 통제하다 04  정의, 공정함 

05  신념, 원칙, 원리 06  위반하다, 침해하다 

07  재판, 시험 사용 08  죄책감이 드는, 유죄의 

09  증거(물), 증명 10  (신원을) 확인하다, 알아보다 

11  인정하다, 시인하다 12  호소(하다), 매력(을 끌다) 

13  illegal 14  equal 15  obey 16  duty 

17  proper 18  accuse 19  confess 

20  witness 21  innocent 22  release 

23  punish 24  ~을 열망하다, ~을 갈망하다 

25  regardless of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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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illegal  02  disobey  

 03  proof   04  innocent  

 05  injustice

B 01  principles    02  trial  

 03  witness 04  regardless

C 01  admitted  02  accused  

 03  violated 04  longed  

 05  punished

STEP 2

국가와 정부 pp. 270~271DAY 39

01  국가의, 전국적인, 국립의 02  공화국 

03  권한, 지휘권 04  국내의, 가정의 05  민족의 

06  알아내다, 결정하다 07  시장 

08  이전의, 과거의 09  통합하다, 통일하다 

10  제한하다, 통제하다 11  명령(하다), 지휘(하다) 

12  보안, 안보 13  government 

14  independent 15  civil 16  president 

17  official 18  budget 19  object 

20  council 21  soldier 22  border 

23  mission 24  ~하는 것이 허용되다 

25  in favor of

STEP 1

A 01  authorize 02  independence 

 03  determination 04  unification   

 05  secure

B 01  national 02  mayor  

 03  council  04  budget  

 05  mission

C 01  favor 02  border  

 03  official  04  object  

 05  allowed  

STEP 2

국제 관계 pp. 276~277DAY 40

01  인종[민족] 간의, 인종적인 02  연합,  

(노동) 조합 03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04  상황, 처지 05  원조, 지원 06  연합하다,  

단결하다 07  설립하다, 창립하다 

08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패배 09  긴장, 갈등 

10  무력, 힘; 강요하다 11  폭탄, 폭발물 

12  원자력의, 핵무기의 13  foreign 

14  international 15  organization 

16  threat 17  declare 18  invade 

19  military 20  battle 21  enemy 

22  explode 23  weapon 

24  ~에 참여하다, ~에 참가하다 25  break out

STEP 1

A 01  racial 02  foreigner  

 03  invasion  04  threaten  

 05  explosion

B 01  union 02  situation  

 03  aid 04  military  

 05  nuclear 

C 01  organization 02  aware  

 03  threat 04  defeat  

 05  broke

STEP 2

해석

C 01 그는 아이들을 위한 국제 기구에서 일한다. 

 02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03 핵무기는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된다. 

 04 우리는 적을 물리칠 때까지 싸워야 한다.

 05 한국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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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②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6  ④ 07  (p)redict 

08  The majority of voters

어휘 Test내신 
대비

pp. 278~279

해석

01 보기  성장하다 - 성장 

 ① 투자하다 - 투자 ② 평등한 - 평등 

 ③ 누르다 - 압력 ④ 경쟁하다 - 경쟁 

 ⑤ 협상하다 - 협상

02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보여준다. 

 •그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한다.

 ① 위기 ② 증거 ③ 전망, 시력

 ④ 규모, 저울 ⑤ 생산량, 출력 

03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① 반대하다 ② 신뢰하다 ③ 평가하다

 ④ 지지하다 ⑤ 포함하다 

04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그들은 맑은 날씨를 갈망하고 있다.

 •그녀는 그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05 ① 그 여배우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②  그녀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녁 식사를 거르기로 

결심했다. 

 ③ 그의 가족은 1893년에 그 학교를 설립했다. 

 ④ 나는 너의 제안에 찬성해. 

 ⑤ 어젯밤에 큰 화재가 인근에서 발생했다. 

06 ①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② 인구는 1960년대에 급속히 팽창했다.

 ③ 우리는 법의 기본 원칙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④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 Economic)

 ⑤ 그 의회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07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다

 과학자들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