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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sson 

I Love Musicals

| 본문 p. 107

1.결백한, 무죄인, 순수한  2.숨기다  3.소리치다, 외침  4.주교  5.구조(하다), 
구출(하다)  6.의심하다, 용의자  7.소중한, 귀한  8.(연극의) 장, 장면  9.몹시, 
지독하게  10.장보기  11.마침내, 결국, 마지막에  12.공연, 성과  13.전통  

14.시장  15.용서하다  16.바로잡다, 정확한  17.기회, 우연, 운  18.훔치다, 
도둑질  19.들어 올리다  20.운 좋게 

Words Test A

| 본문 p. 107

1.hold  2.nervous  3.actually  4.stick  5.sentence  6.trap  7.free  

8.forever  9.suddenly  10.cart  11.care  12.prison  13.line  14.once  

15.opposite  16.artwork  17.thief  18.court  19.enter  20.realize

Words Test B

| 본문 p. 107

1.위험에 처한  2.~할 준비가 되다  3.도망을 다니는, 도주 중인  4.~덕분에  

5.~의 앞에  6.밟다  7.~에서 나오다  8.도망치다  9.~대신에  10.~할 계획

이다  11.무엇보다도  12.비명을 지르다, 외치다  13.빼내다  14.~의 도중에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빵을 훔친 것 때문에  2.선물로  3.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4.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 깨닫다  5.마을의 시장이 되다  6.갈 곳이 없다  7.그의 과거를 
감추다  8.그 동전을 훔치다  9.진실을 말하다  10.그를 받아들이다  11.경찰

에게 뛰어가다  12.Valjean을 뒤쫓는 경찰관 

A

| 본문 p. 109

  1.change his name  2.know a man who is that strong  3.strong 
enough to lift  4.stay quiet  5.safe in my hands  6.suspect who I 
am  7.as he forgave me  8.return the coin to the boy  9.have to do 
something  10.make me think of a man  11.be sentenced in court  

12.shoot the gun in the air 

B

| 본문 p. 109

  1.on the run  2.In the middle of  3.come out of  4.Thanks to  

5.Are, ready for  6.runs away  7.Most of all  8.in danger

C

| 본문 p. 110

Vocab Test A 1.③  2.⑦  3.⑤  4.②  5.①  6.④  7.⑥ 

Vocab Test B  1.forgave  2.stood  3.swum  4.shoot  5.sing  

6.heard  7.chose  8.flown

Vocab Test C  1.갑자기, suddenly, all of sudden, all at once  

2.무엇보다도, most of all, above all, first of all  3.마
침내, finally, in the end, at last, after all

Vocab Test D  1.tradition  2.bishop  3.forgive  4.innocent  

5.prison  6.scene 

1.③  2.ⓒ-ⓐ-ⓓ-ⓑ  3.③  4.Make sure you talk to your parents about 
the problem.

| 본문 p. 112~113

| 본문 p. 116~117

p.137  Listen and Speak A
   been waiting, took, at, ticket office, were, supposed to, In 

front of
p.139  Listen Up
   are supposed to, still, break a leg, What does, mean, on, 

performance, comes from, actually, opposite, got, make sure, 
lines

p.137  Listen and Speak A
   are, ready for, Make, make a list, didn’t you, make sure, get, 

feeling well, catching a cold, Make sure
p.138  Listen and Speak B
  on, supposed to go shopping
p.138  Listen and Speak C
  at, what I told you, Make sure, touch
p.140  Speak Up
  supposed to, Make sure, bring, will
p.154  Check Up
  are, come, How come, take care of
p.154  Check Up
  Are you done, left in, Make sure, on
p.174  Check Up
  go camping, rainy season, take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play  2.turn  3.follow  4.to do  5.to drive  6.fixed

Check_Up B  1.boys → boy  2.beautiful → more beautiful  3.tallest 
→ the tallest  4.Any → No  5.interesting → more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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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20

  1.go  2.die  3.do  4.know  5.watch  6.know  07.go  8.go  9.play  

10.know  11.faster than any other student  12.stronger than any 
other  13.better than any other food  14.taller than any other 
person  15.stronger than any other person   16.louder than any 
other person  17.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18.smarter 
than any other  19.more expensive than any other car  20.better 
than any other cook 

A

| 본문 p. 121

  1.go  2.watch  3.know  4.clean  5.to doA

| 본문 p. 121

  1.expensive → more expensive  2.playing → play  3.some 
→ any  4.movies → movie

B

| 본문 p. 121

  1.He was smarter than any other police officer I knew  2.He 
didn’t let them go free this time  3.I think chocolate tastes better 
than any other food in the world 

C

| 본문 p. 122~123

01.②  02.⑤  03.①  04.Mike let Sue ride a bike.  05.①  06.②, ③  

07.③  08.④  09.④  10.③  11.He speaks English better than any 
other person I know.  12.④  13.③  14.Dan loves me more than any 
other person in the world. 

01.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02.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03.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를 쓴다.

04.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05.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목적격 보어를 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② eats → eat   ③ reads → read 

 ④ packing → (to) pack  ⑤ wash → washed 

06.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를 쓴다. 

07. 사역동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보어는 과

거분사의 형태를 쓴다.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

를 쓴다.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08. ④ trees → tree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의 어순을 갖는

다. 이때 any other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 점을 유의한다.

09. 나머지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④는 ‘서울은 다른 어떤 도시 만큼 크다’

라는 의미이다.

10.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의 어순을 갖는다. 

 비교급 and 비교급 : 점점 ~하다

11.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의 어순을 갖는

다.

12. ④ days → day : 「비교급 any other + 단수명사」

13. 주어진 문장은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다.

14.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any other 단수명사」의 어순을 갖는

다.

| 본문 p. 126~127

1.has, come out of, for stealing  2.to, named, in, gives  3.middle, 
steals, runs away, is caught  4.get  5.gave, to, as  6.lying  7.enters  

8.did give, gave  9.terribly, let, go, leaves  10.save  11.One day, 
understand, use, precious, to become  12.Later, steps on, has 
dropped  13.stole, runs  14.realizes what, to return  15.thief, on the 
run  16.changes, hides, becomes  17.One day, stuck, in  18.who, 
after, who, mayor  19.rescue  20.dangerous  21.do something  

22.strong enough to  23.once knew, that  24.might, suspect  

25.pull, out  26.think, of  28.named, stronger than any other  29.on  

30.nothing, finally been  31.now  32.sentenced in court  33.stay 
quiet, innocent man  34.goes, tells  35.is freed  36.meet  37.time, 
holding  39.safe in  40.Once, forever, Shoot, care  41.have, been, 
Thanks to, is gone, forgive, as, forgave  

| 본문 p. 130~137

01.④  02.②  03.⑤  04.②  05.⑤  06.①  07.①  08.come out of  09.④  

10.③  11.⑤  12.①  13.③  14.③  15.②  16.③  17.④  18.aren’t you  

19.②, ⑤  20.③  21.⑤  22.②  23.③  24.④  25.④  26.①  27.②  28.⑤  

29.⑤  30.④  31.thief  32.⑤  33.In the middle of the night  34.①  

35.⑤  36.②  37.④  38.③  39.④  40.④  41.②, ⑤  42.⑤  43.④  44.④  

45.③  46.②  47.③  48.①  49.how strong he is by lifting it  50.①  

51.③ 

01. 나머지는 동사의 원형과 과거분사의 관계이고 ④는 동사원형과 과거형의 관계

이다. swim - swam - swum

02.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커다란 빌딩 : 감옥

03. 나머지는 법원과 형벌에 대한 단어이다. mayor : 시장

04. run away : 도망가다

05. ⑤의 영영풀이는 innocent(무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06. •step on : ~를 밟다 •step : 발걸음

07. 수여동사 buy는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쓴다. 

 be ready for : ~할 준비가 되어 있다 

08. come out of : ~에서 나오다

09. A : 너는 연습을 많이 했지, 그렇지?  

B : 당연히 안했어.

10. ‘be supposed to 동사원형’은 ‘~하기로 되어 있다’의 의미로 예정된 일을 나타

낸다.

 be allowed to : ~하도록 허락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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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가 쇼핑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12. make sure : 반드시 ~하라

13. ⓑ 우리는 이제 박물관에 왔어요. 

 ⓔ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니? 

 ⓐ 죄송해요, 엄마. 잊어버렸어요. 

 ⓓ 반드시 박물관 안에서 미술품을 만지지 않도록 하렴. 

 ⓒ 알겠어요. 미술품을 만지지 않을게요.

14. ‘시계탑 앞에서.’라고 장소를 답하는 문장 앞에 와야 한다.

15. for + 시간 : ~동안, 좁은 장소 앞에 전치사 at을 쓴다.

16. 소년의 마지막 말을 보아 소년과 소녀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7. 주어진 문장은 ‘어떻게 그것이 행운을 의미할 수 있니?’라는 말이므로 이에 대

한 대답으로 의 뒤에 오는 Kevin의 말이 적합하다.

18. 주절의 동사가 are이고 긍정이므로 부정인 aren’t를 써서 나타낸다.

19. •make sure : 반드시 ~하라

 •remember to ~ : ~하는 것을 기억하다

20. Kevin은 보미에게 ‘I’m sure you’ll break a leg.’라며 행운을 빌어준 것이지 

실제로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21. get은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의 관계일 때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

한다.

22.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② eats → eat

23. 사역동사 let, make, hav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③ to drink → drink

24.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를 취할 수 있다. 5형식 사역동사 문

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목적격보어는 과거분사의 형

태를 취한다.

25.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④ entering → enter

26. happy의 최상급은 happiest이다.

27.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 than any other 단수명사」의 어순

을 취한다. popular의 비교급은 more popular이다.

28. 나머지는 ‘Jane이 학급에서 제일 키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⑤는 ‘Jane은 

학급의 다른 학생들만큼 키가 크다.’라는 의미이다.

29. 나머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⑤는 ‘건강이 다른 어떤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30. 주어진 문장은 ‘그는 그의 학급에서 가장 큰 소년이다.’라는 의미의 최상급 문

장이다. 「비교급 +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표현이다.

31. 무엇인가를 훔치는 사람 : 도둑

32. ⓐ~ⓓ는 Jean Valjean을 지칭하고 ⓔ는 Myriel주교를 지칭한다.

33. in the middle of : ~의 가운데

34. 동사를 강조할 때는 인칭과 시제에 맞춰 do 동사를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

35. 경찰관은 Myriel주교의 말을 듣고 Valjean을 풀어준다.

36. ②는 push의 영영풀이이다.  

① rescue  ③ suspect  ④ mayor  ⑤ cart

37. 의 that은 형용사 strong을 수식해주는 부사로 ‘그만큼’이라는 의미이다.

38. ⓐ, ⓒ, ⓓ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 ⓔ는 의문사로 쓰였다.

39. Javert가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는 Valjean의 말을 보아 둘의 관계는 좋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도둑이 잡힌 것’이

므로 수동태를 써 준다.

41.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와 「No other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은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42. 나머지는 Jean Valjean 대신 잡힌 무고한 남자이고 ⓔ는 Jean Valjean을 지

칭한다.

43. 는 ‘형을 선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44. ⓐ와 ④는 ‘~대로, ~와 같이’의 의미이다.  

① ~ 때문에  ② ~함에 따라  ③ ~하면서  ⑤ ~ 때문에

45. 주교는 Javert가 아닌 Jean Valjean을 바꿔 놓았다.

46. 여우가 덫에 걸린 것이므로 수동태를 쓴다. ⓑ catching → caught

47. 글쓴이가 아니라 글쓴이의 친구가 처음으로 덫에 걸린 여우를 발견했다.

48.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다.   

②③ 명사절 접속사 ④⑤ 목적격 관계대명사

49. how strong : 얼마나 힘이 센지, by ~ing : 함으로써

50.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most → more

51. 「no other 단수명사 as[so] 원급 as~.」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 본문 p. 138~142

01.③  02.②  03.④  04.①  05.④  06.ⓓ-ⓐ-ⓒ-ⓑ  07.④  08.②  09.(m)
useum  10.③  11.①  12.③  13.⑤  14.②  15.more important than  

16.④  17.⑤  18.⑤  19.②  20.⑤  21.④  22.⑤  23.⑤  24.⑤  25.①  

26.②  27.④  28.①  29.suspect  30.② 

01. suddenly(갑자기) : quickly and unexpectedly

02. •thanks to : ~덕분에 •on the run : 도주 중인

03. 보기와 ④는 ‘쏘다’의 의미를 갖는다. 

 ①, ③는 ‘촬영하다’ ②의 ‘shoot a basket’은 ‘골을 넣다’ ⑤는 ‘촬영’의 의미로 

쓰였다.

04. B의 대답이 긍정이므로 부정명령문인 ①은 자연스럽지 않다.

05. A : 다 했니? 시험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단다.  

B : 아니요. 나는 2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06. ⓓ 민수와 나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보러 갈 거야. 너도 우리와 같이 갈래, 미나야? 

 ⓐ 미안하지만, 난 못 가. 

 ⓒ 왜? 

 ⓑ 난 내 남동생을 돌 봐 주기로 되어 있어.

07. 주절이 일반동사의 과거 시제이고 긍정이므로 부가의문문은 조동사 did의 부

정을 쓴다.

08. 여자의 연습 많이 했냐는 질문에 긍정으로 대답했으므로 소년은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artwork(예술품)에 대해 말할 것으로 보아 museum(박물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11. •be ready for : ~할 준비가 되다 •with : ~와 함께

12. ⓔ와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권장 및 명령을 할 때 쓰는 표현인 반면 ③은 ‘나는 

먼저 목록을 만드는 것을 희망해.’라는 뜻이다.

13. 소년의 엄마가 목록을 만들 것을 조언한 것으로 보아 소년은 목록을 만들지 않

았다.

14. 준사역동사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help는 to부정사와 동사원형을 

수반한다.

15.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16.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수반한다. turns → turn

17. 나머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의 의미를 갖는다. so → more

18. ⓔ는 사냥꾼(the hunter)이다.

19. 빈칸 앞은 늑대가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내용이고 뒤는 사냥꾼이 소녀를 

구한 내용이므로 「Luckily (운 좋게)」가 적합하다.

20. 소녀가 숲에서 사냥꾼을 만났다는 언급은 없다.

21. 문맥상 ‘돌려주다’의 의미가 알맞다.

22. 주어진 문장은 ‘그러나 너무 늦었다.’라는 의미로 안타까운 결과 앞에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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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aljean은 소년에게서 동전을 훔치지 않았다.

24. ⓐ는 명사절 접속사로 ⓑ는 ‘그 정도로’의 뜻을 가진 부사로 쓰였다. 

 ⑤의 that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이다.

25. enough 형용사 to 동사원형 : ~만큼 충분히 ~하다 (= so 형용사 that 주어 

can 동사원형)

26. Valjean이 수레 아래 깔린 남자를 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윗글에서 찾을 수 

없다.

27. 그가 형벌을 받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합하다.  

sentencing → sentenced

28. ⓐ는 Valjean을 나머지는 Valjean을 대신해 감옥에 갇힌 남자이다.

29. 어떤 일, 특히 나쁜 일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 의심하다

30. Valjean에게 도둑은 이미 잡혔다고 말했다.

| 본문 p. 143~147

01.②  02.⑤  03.①  04.④  05.③  06.②  07.행운을 비는 것  08.③  

09.⑤  10.③  11.②  12.③  13.②  14.④  15.My mom let me set the 
table.  16.①  17.④  18.Most of all  19.④  20.①  21.④  22.No on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cart.  23.⑤  24.②  25.Once a thief, forever 
a thief.  26.당신이 틀렸소, 당신은 언제나 틀렸었소.  27.⑤  28.⑤  29.③  

30.ⓓ-ⓐ-ⓔ-ⓒ-ⓑ-ⓕ 

01. 빈칸 처음부터 catch, make, be, run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02. 보기와 ⑤는 ‘풀어주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한가한 ②, ③, ④ 무료의 

03. •go on : 계속 하다 •on the run : 도주 중인

04. be suppos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05. how come? : 도대체 왜?

06. 능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practiced를 practicing로 바꿔주는 것이 적합

하다. 현재완료진행(have been -ing)

07. the opposite : 반대의

08. 보미가 맡은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09. ⓓ 내일 뭐 할 거니? 

 ⓐ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되어 있어. 

 ⓑ 장마철이야. 우산을 꼭 챙기도록 해. 

 ⓒ 고마워. 그렇게 할게.

10. ⓐ는 현재완료 진행형, ⓑ는 「be supposed to + 동사원형」의 형태가 적합하

다. 

11. 만나기로 한 장소를 잊은 것은 소년이 아니라 소녀이다.

12. 단수 주어의 병렬구조를 가지고 있다. became → becomes

13.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하다

 •비교급 and 비교급 : 점점 더 ~하다

14. 나머지는 ‘Celine은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라는 최상급의 뜻이고 ④는 ‘Celine

은 세상의 다른 소녀들만큼 귀엽다’라는 뜻이다.

15. set the table : 식탁을 차리다

16. 뮤지컬을 본 후의 감상에 대한 글이다.  

① 논평  ② 일기  ③ 시 

 ④ 초대장  ⑤ 광고

17. ⑤ musics → music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18. most of all : 무엇보다도

19. •stop to 동사원형 : ~하려고 멈추다

 •stop -ing : ~하는 것을 멈추다  

to lie → lying

20. 와 나머지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①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다.

21. 주교가 Valjean에게 준 것은 촛대(candlestick)이지 양초(candle)가 아니다.

22.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 ~할 만큼 충분히 ~한

23. ⓐ와 ⑤는 ‘한때’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④ 한번 ②, ③ 일단 ~하면

24. Valjean이 아닌 어떤 한 남자가 수레 아래에 깔렸다.

25. •once : 한 번 •thief : 도둑

26. ‘have been’은 현재완료 형태로 ‘쭉 ~이었다’라는 의미이다.

27. Valjean은 허공에 대고 총을 쏜 뒤 Javert에게 가라고 한 것을 보아 Javert를 

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8. ⓔ는 경찰관 Colombo를 의미한다.

29. ‘Colombo secretly followed him’에서 Colombo는 도둑을 몰래 쫓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 소녀가 아픈 할머니를 보기 위해 떠났다. 

 ⓐ 소녀가 늑대를 만났다. 

 ⓔ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다. 

 ⓒ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 늑대가 소녀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 사냥꾼이 늑대를 쐈다.

| 본문 p. 148~151

01.⑴ sentence ⑵ court ⑶ correct  02.⑴ (A)ll of sudden 혹은 (A)ll 
at once ⑵ (I)n the end  03.run  04.⑴ trap ⑵ in danger ⑶ Thanks to 
my friend  05.Make sure you bring an umbrella.  06.am supposed 
to  07.ⓑ-ⓕ-ⓒ-ⓐ-ⓖ-ⓔ-ⓓ  08.It should have been a surprise party.  

09.⑴ make, cry ⑵ let, watch  10.⑴ longer than ⑵ as long as ⑶ 
longer than any other  11.faster, any, other, student  12.more than  

13.도둑을 잡았지만 풀어주고 그 도둑을 몰래 따라가서 도둑 모두를 잡았기 
때문에  14.goes → go, catches → caught, officers → officer  15.감
옥에 갔다. 빵을 훔쳤다. 은을 훔쳐 달아났다. 거짓말을 했다.  16.I did give 
the silver to him. 

01. 각각 다의어 sentence(판결; 문장), court(법정; 코트), correct(정확한; 정정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⑴ 그녀는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췄다. 

 ⑵ 농구 코트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나의 다른 면의 모습이다. 

 ⑶ 나는 그들이 실수를 하면 정정해줄 수 있다.

02. ⑴ 갑자기 그녀는 대중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⑵ 결국 그는 그의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03. •run away : 도망치다  •on the run : 도주 중인 

 •run into : 우연히 마주치다

04. ⑴ trap : 함정, 함정에 빠뜨리다 

 ⑵ in danger : 위험에 처한 

 ⑶ thanks to : ~덕분에

05. make sure : 반드시 ~하라

06. be suppos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07. ⓑ 너 어디니? 나 30분째 널 기다리고 있어! 

 ⓕ 미안해. 버스를 잘못 탔어. 

 ⓒ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어디니? 

 ⓐ 음, 나는 매표소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지? 

 ⓖ 시계탑 앞에서. 

 ⓔ 그래 맞아. 이제 기억이 나네. 

 ⓓ 알겠어. 곧 보자.

08. should have p.p :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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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각각 사역동사 make와 let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빈칸에 맞추어 쓰면 된다.

11.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12.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

13. ‘Colombo secretly followed him and finally caught all the thieves.’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4.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과거 시제 병렬구조,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다.

15. 마지막 주교의 말에 유의한다.

16. 동사를 강조할 때는 시제, 인칭에 따라 do동사를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

| 본문 p. 152

01.⑴ stronger, any other, strongest, strong ⑵ best, better, party, better 
than  02.[예시답안] My favorite movie is ‘Finding Nemo.’ It’s about a fish 
named Nemo and his dad. One day, Nemo was caught and taken to 
be in Australia. His dad decided to find his son and started his exciting 
adventure. I think the parents’ love is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thing in the world. If you have some time, I would recommend you to 
watch this movie. 

01. 비교급 + than any other 단수명사 = the + 최상급 = No other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 No (other) 단수명사 + as 원급 as

02.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는 ‘다른 어떤 ~보다도 가장 ~한’의 의

미로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 본문 p. 153~154

01.Scene 1 / It is 1815 in France. Jean Valjean has just come out of 
prison after 19 years for stealing some bread.

02.He has no place to go, but a kind bishop named Myriel takes him in 
and gives him some food.

03.In the middle of the night, Valjean steals some silver and runs away, 
but is caught.

04.Police officer: Where did you get the silver?

05.Valjean: Bishop Myriel gave the silver to me as a gift.

06.Police officer: Stop lying. You are a thief. (Bishop Myriel enters.)

07.Bishop: He’s telling the truth. I did give the silver to him.

08.But my friend, don’t you remember I gave you these candlesticks, 
too? (gives Valjean two silver candlesticks)

09.Police officer: I’m terribly sorry. I will let him go. (Police officer leaves.)

10.Valjean: Why did you save me?

11.Bishop: One day you will understand. But remember, my friend. 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12.Later Valjean steps on a coin that a boy has dropped. The boy thinks 
that Valjean stole the coin and runs to the police.

13.Valjean realizes what happened and tries to return the coin to the boy. 

14.But it is too late. He is a thief again, and he is on the run again.

15.Scene 2 The year is 1823. Valjean changes his name, hides his past, 
and becomes the mayor of a town.

16.One day a man is stuck under a cart and is in danger. Javert, a police 
officer who is after Valjean, is near.

17.Valjean knows who Javert is, but Javert does not know that the mayor 
is Valjean.

18.Valjean: Is there anyone here who will rescue the man?

19.Woman: It’s too dangerous.

20.Valjean: We have to do something.

21.Man: No on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cart.

22.Javert: I once knew a man who was that strong.

23.Valjean: (to himself) If I lift the cart, Javert might suspect who I am.... 
But I cannot let the man die. (Valjean lifts the cart and people pull the 
man out.) 

24.Javert: I don’t believe my eyes! You make me think of a man from 
years ago.

25.Valjean: Who? 

26.Javert: A thief named Jean Valjean. He was stronger than any other 
man I knew.

27.Valjean: Go on.

28.Javert: I’m sorry, Mr. Mayor. It’s nothing. He’s finally been caught.

29.Valjean: What? Where is he now?

30.Javert: He’s going to be sentenced in court today.

31.Valjean: (to himself) What should I do? Should I save him? No! But if I 
stay quiet, an innocent man will go to prison.

32.Valjean goes to court and tells everyone that he is the real Jean 
Valjean. The innocent man is freed and Valjean runs away.

33.Scene 3 / The year is 1832. Valjean and Javert meet again. This time 
Valjean is holding a gun.

34.Javert: Are you going to kill me?

35.Valjean: Your life is safe in my hands.

36.Javert: Once a thief, forever a thief. You will never change. Shoot me 
now! I don’t care!

37.Valjean: You are wrong, and have always been wrong. Thanks to the 
bishop, the old Jean Valjean is gone. I forgive you as he forgave me. 
(shoots the gun in the air)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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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sson 

An Island You
Never Want to Visit

| 본문 p. 157

1.기사  2.방법  3.무서워하는, 겁먹은  4.지역  5.재활용하다  6.오르다  7.~
를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8.가능한  9.그릇, 용기  10.발생하다  11.마
술사  12.태평양  13.제품, 상품  14.상  15.나머지  16.발명하다  17.(특정 
위치에) 두다  18.영향, 효과  19.발견하다  20.식료품 

Words Test A

| 본문 p. 157

1.island  2.save  3.patch  4.sail  5.current  6.stomach  7.trash  

8.throw  9.across  10.pour  11.plastic bag  12.mayor  13.garbage  

14.disappear  15.collect  16.naturally   17.food chain  18.float  

19.advertisement  20.volunteer 

Words Test B

| 본문 p. 157

1.~에서 나오다  2.~로 죽다  3.버리다  4.뒤집다  5.갑자기  6.A를 B로 착각

하다  7.결국 ~이 되다  8.찾아내다, 생각해 내다  9.치우다, 청소하다  10.~
인 것으로 드러나다[밝혀지다]  11.우선, 첫째로  12.지금부터는, 앞으로는  

13.~을 보다  14.~으로 가득차다  15.분해되다  16.A가 B하는 것을 막다  

17.시류[유행]을 따르다  18.A와 B 사이에 

Phrases Test C

| 본문 p. 159

  1.많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  2.결국 여러분의 배속에 도달하다  3.한
국보다 14배 정도 더 큰  4.저절로 분해되다  5.그 쓰레기 지대의 일부  6.여
러분의 비닐 식료품 봉지  7.그것의 배 속에  8.해류  9.너희 각자의 장바구니  

10.더 큰 물고기나 새  11.한국에서 온 물병들  12.강에 들어가다 

A

| 본문 p. 159

  1.the floating garbage  2.come from all over the world  3.food 
containers  4.other sea animals  5.a dead bird  6.seem far away 
from you  7.travel up the food chain  8.your dinner table  9.take 
your garbage  10.clean up the trash  11.on the street  12.eat some 
plastic 

B

| 본문 p. 159

  1.stop, from  2.end up  3.come up with  4.mistaken, for  5.throw 
away  6.die from  7.break down  8.turns out 

C

| 본문 p. 161

Vocab Test A 1.②  2.⑤  3.③  4.④  5.⑦  6.⑥  7.①  8.⑧

Vocab Test B 1.disappear  2.possible  3.close  4.garbage

Vocab Test C 1.for  2.playing  3.and

Vocab Test D  1.garbage  2.island  3.pour  4.float   

5.advertisement 

1.⑤  2.ⓑ－ⓐ－ⓒ  3.⑤  4.①
| 본문 p. 162~163

| 본문 p. 166~167

p.159  Listen and Speak A 
   is good for, no idea how to, I’d love to, on, wish, could, how 

to, nice of
p.161  Listen Up
   how to save, Are you kidding, For starters, throw away, How, 

possible, break down, now on
p.159  Listen and Speak A
  Do you know how to, hoping, could, show
p.159  Listen and Speak B
  Guess what, back from, happened, out of, possible
p.160  Listen and Speak C
  play the guitar, let’s join, missing dog, possible
p.162  Speak Up
  lose weight, advertisement, find out
p.174  Check Up
  Why don’t we, Sounds good
p.174  Check Up
  on, exactly, how to, How could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had gone  2.had eaten  3.had known  4.had lost
Check_Up B 1.Although  2.Since  3.Although  4.Since

| 본문 p. 170

  1.had mistaken  2.had, eaten  3.had, slept  4.had, begun  

5.had, seen  6.had, left  7.had finished  8.had planned  9.had 
moved  10.since  11.since  12.Although  13.although  14.since  

15.although  16.although  17.although  18.since  19.althoug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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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71

  1.We went on a picnic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 
Although the weather was bad, we went on a picnic.  2.I went to 
the place where we had planned to do the volunteer work.  3.The 
bus had already left when I arrived at the bus stop. / When I 
arrived at the bus stop, the bus had already left.  4.I got an A on 
the English test since I studied very hard. / Since I studied very 
hard, I got an A on the English test. 

A

| 본문 p. 171

  1.although  2.since  3.had moved  4.had finishedB

| 본문 p. 171

  1.has → had  2.mistook → mistaken  3.never had → had never  

4.sleep → slept

C

| 본문 p. 172~173

01.④  02.⑤  03.had spent  04.③  05.③  06.①  07.①  08.①  

09.②  10.④  11.⑤  12.④  13.⑤  14.Tim read the book, he didn’t 
understand it  15.Tim studied hard, he passed the test 

01. 그가 기억을 한 것보다 그의 엄마가 말한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

료를 쓴다.

02. Jane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안 시점보다 그녀가 가버린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03. 펜을 못 산 것보다 돈을 다 쓴 것이 앞선 일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04. 도둑이 창문을 통해 도망간 것이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05. 과거완료의 부정문은 「had not[never] p.p.」의 형태를 취한다.

06. 가방을 찾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07. <보기>와 나머지는 과거완료의 완료용법이고 ①은 경험이다.

08. although : 비록 ~이지만

09. since : ~때문에

10. 나머지는 모두 이유를 나타낸다.  

② so : 그래서

  ⑤ now that : ~이므로, ~이기 때문에

11. though : 비록 ~이지만

12. since : ~ 때문에 

 since가 완료형과 같이 쓰일 때는 ‘~이래로’의 의미로 쓰인다. 

13. 나머지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⑤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와야 

한다.

14. although(비록 ~하지만)는 접속사로 뒤에 「주어 + 동사」의 절이 온다.

15. since : ~ 때문에(접속사)

| 본문 p. 176~177

1.Picture, out of  2.all of a sudden, ahead, looks like, check  

3.floating  4.is called, is located, times, Most of  5.was discovered, 
named, mistaken, for  6.comes from, get into  7.get caught  

8.mistake, for, break, down  9.was cut, Instead, Although, may 
seem, than  10.be eaten, travel up  11.end up  12.stop, from  

13.on  14.Recycle  15.take, with  16.Carry  17.importantly  

18.break down, come up with  

| 본문 p. 180~187

01.②  02.②  03.⑤  04.②  05.③  06.②  07.④  08.keep up with  

09.⑤  10.⑤  11.③  12.④  13.③  14.②  15.②  16.⑤  17.②  18.For 
starters  19.①  20.⑤  21.④  22.①  23.①  24.④  25.had finished 
his lunch before I came home  26.⑤  27.①, ④  28.②  29.①  30.③  

31.③  32.⑤  33.⑤  34.④  35.①  36.⑤  37.④  38.④  39.①  40.⑤  

41.③  42.⑤  43.④  44.①  45.⑤  46.⑤  47.⑤  48.③  49.태권도 수업

을 함께 들을 것이다.  50.⑤  51.④ 

01.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다.  

•cover : 가리다  •recover : 회복하다

02.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서 홍보하는 것’은 광고(advertisement)이다.

03.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ian’을 접미사로 하여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invent는 ‘or’을 붙인다.

04. ②는 문맥상 ‘분해되다’의 의미가 적절하다.

05. •end up : 결국 ~이 되다 •get up : 일어나다

06. save : 저장하다, 구하다

07. 액체가 흐르도록 하는 것 : pour(붓다, 따르다)

08. keep up with : 시류(유행)를 따르다, ~에 뒤지지 않다

09. B가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말했으므로 A는 놀랄 만한 일을 말했어

야 한다. ⑤ 마술사가 컵에 물을 부은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므로 ⑤는 적절

하지 않다.

10. A : 나와 같이 태권도 수업을 들을래?   

B : 좋아, 유감이지만 안 돼.

11.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스케이트 타는 법을 모르겠다는 의미이고 ③은 ‘나

는 네가 어떻게 스케이트를 타야하는지 몰라’의 의미이다.

12. 소년의 ‘I wish I could.’에서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 너는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 아니. 나는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몰라. 

 ⓐ 오, 나는 네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라고 있었어. 

 ⓓ 음, 내가 훌륭한 요리 웹 사이트를 알아. 

 ⓒ 잘됐다. 내게 그 웹 사이트를 보여 줄 수 있니?

14. how to + 동사원형 : ~하는 방법

15.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놀람의 표현이다. ②는 ‘그것이 가능해.’라는 의미를 갖

는다.

16. 소녀의 마지막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7. Kevin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 앞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for starters :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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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row away : 버리다 

 •from now on : 지금부터

20. 보미가 나무도 지구의 일부라고 하고 Kevin이 미안하다고 했으므로 종이봉투

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 hide - hid - hidden

22. Sue가 반지를 잃어버린 것보다 Jack이 반지를 준 것이 더 앞선 시제이므로 과

거완료가 와야 한다.

23. ① doesn’t swim → had not swum

24. 빈칸 모두 나머지 행동보다 앞선 시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쓴다.

25. 내가 집에 온 것보다 Jerry가 점심을 먹은 것이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26. Andy가 그 소녀를 만난 것이 앞선 시제이므로 ‘Andy had met the girl 

before I told him about her.’가 문맥상 자연스럽다.

27. since = as = because : ~ 때문에

28. ② ~이후로(전치사) ①③④⑤ ~때문에(접속사)

29. although : 비록 ~할지라도

30. ③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although가 ③에는 Since[because, as]가 들어간다.

31. ⓐ와 ③은 ‘상상하다’의 의미이고 나머지는 ‘그림, 사진’의 의미로 쓰였다.  

③ 나는 신부로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

32. 지도 상에서 섬을 볼 수 없었다는 말 뒤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33. ‘You check the map but don’t find any island there.’에서 답을 찾을 수 있

다.

34. Charles Moore가 떠다니는 쓰레기 지대를 발견한 것보다 그것을 섬으로 착각

한 것이 이전의 일이므로 had mistaken이 적절하다.

35. 밑줄 친 ⓐ와 ⓑ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의미한다.

36. ㉠과 ⑤는 ‘해류’의 의미로 쓰였고 나머지는 ‘현재의’의 뜻으로 쓰였다.

37. 한국, 미국, 러시아는 예를 든 것이고 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온다고 했다.

38. ⓓ 문맥상 작은 물고기가 먹힌다는 내용이 알맞다. → can be eaten

39.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는다는 내용 뒤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0. •instead : ~대신에

 •although : 비록 ~할지라도

41. ‘The plastic can travel up the food chain to your dinner table.’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42. until은 ‘~할 때까지’라는 의미이고 although는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이

므로 두 문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43. 와 나머지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고 ④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44. ‘Until scientists come up with a way to clean up the trash,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Let’s help the sea animals, the earth and 

ourselves.’에서 persuasive(설득적인)한 논조임을 알 수 있다.

45. ⑤는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46. ⓐ와 ⑤는 ‘절약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체면을 차리다  ③ 구하다  ②④ 저장하다

47. ‘Then is it okay to just sit around and do nothing? No!’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48.    소녀가 소년에게 태권도를 할 줄 아는지 묻자 ‘No’라고 했으므로 어떻게 하

는지 모른다는 표현이 나와야 한다. 

    소년은 사람들이 태권도가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며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고 있고 태권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으므로 태권도 수업

을 함께 듣자는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49. 소녀가 태권도 수업을 같이 들을 것을 제안하고 소년이 동의했다.

50.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현재분사형을 취한다.

51.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 본문 p. 188~192

01.③  02.⑤  03.②  04.③  05.⑤  06.ⓓ-ⓒ-ⓐ-ⓑ  07.②  08.④  09.I 
was hoping you could teach me  10.①  11.②  12.④  13.⑤  14.③  

15.②  16.Although[Though/Even though]  17.②  18.③  19.①  20.④  

21.①  22.④  23.⑤  24.⑤  25.①  26.At first, he had mistaken it for 
an island.  27.④  28.①  29.⑤  30.④ 

01. 가슴 아래 몸의 앞 부분 : stomach(배)

02. •come up with : ~를 생각해 내다

 •for starters : 우선, 첫째로

03. 보기와 ②는 ‘나머지’의 의미이다. 나머지는 ‘쉬다’의 의미로 쓰였다.

04. 읽을 수 있는 침팬지가 있다는 말에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③은 실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05. A : 너는 스케이트를 탈 줄 아니?   

B :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알아.

06. ⓓ 텔레비전에서 뭐해?  

 ⓒ 코끼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대.  

 ⓐ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놀랍다.

07. 와 나머지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고 ②는 의무를 묻는 표현이다.

08. 소년이 얼마나 테니스를 잘 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09. hope 뒤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10.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1. 소년과 소녀 둘 다 스파게티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12. ⓒ 나는 어떻게 살을 빼야 할지 모르겠어. 

 ⓐ ‘일주일 만에 10kg을 빼세요’라는 이 광고를 봐. 

 ⓑ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 나도 몰라. 알아보자.

13. ① review  ② invitation 

 ③ advice  ④ letter

14. 완료시제의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이고 접속사 since는 ‘~ 때문에’라는 뜻

이다.

15. ‘위치하다’의 의미로는 수동태가 적합하다. locates → is located

16. Although[Though/Even though] : 비록 ~할지라도

17. Celine이 기억을 한 것보다 엄마가 약속을 한 것이 앞선 시제이다. 과거 시제보

다 앞선 일은 과거완료(had + p.p.)로 표현한다.

18. 과거시제의 병렬문장이다. puts → put

19.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수여동사 give는 전치사 to를 수반한다.

20. 포스터를 그렸다는 말은 없다. 포스터를 벽에 붙였다.

21. ⓐ는 ‘상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22. 와 나머지는 놀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3. 어디로 항해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24. 주어진 문장에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으므로 해류가 언급된 문장 앞에 위치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5. ⓐ와 ①은 ‘~배’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③ ~번(횟수) ④ 시간을 재다 ⑤ 시간

26. •at first : 처음에

 •mistake A for B : A를 B로 착각하다

27. 한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8. •stop A from B : A가 B하는 것을 막다

 •mistake A for B : A를 B로 오해하다

29. 동물원에 가서 기뻤으나 막대를 뱀인 줄 착각하고 무서워했다.

30. 글쓴이가 동생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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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93~197

01.②  02.⑤  03.③  04.②  05.③  06.①  07.③  08.네가 오늘 버리는 플
라스틱은 10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 남아 있을 거야.  09.⑤  10.⑤  

11.⑤  12.③  13.②  14.①, ④, ⑤  15.bought, had recommended  

16.This shows how serious the problem is.  17.②  18.④  19.②  

20.②, ③, ⑤  21.⑤  22.effect  23.③  24.④  25.①  26.②  27.②  

28.①  29.⑤  30.⑤ 

01. 빈칸에 순서대로 stop, keep throw, clean이 들어간다.

02. 나머지는 dis가 ⑤에는 in이 접두사로 붙어 반의어를 만든다.

03. mistake A for B : A를 B로 오해하다, for free : 무료의

04.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A가 ‘네가 가르쳐주기를 바랐는데.’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B는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B의 마지막 말은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06. 와 ①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②, ④ 명사적 용법 ③, ⑤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

07. stop to use → stop using  

•stop to 동사원형 :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 : ~하는 것을 멈추다

08. •still : 여전히 •on the earth : 지구상에

09. Kevin의 마지막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0. A : 왜 우리는 함께 테니스를 치지 않았지?   

B : 좋은 생각이야.

11. ⓓ 너는 과자 만드는 법을 아니?   

ⓐ 아니, 난 과자 만드는 법을 몰라.  

ⓒ 음, 로봇이 과자를 만들 수 있대.   

ⓑ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12. 내 수프가 맛있었기 때문에 Jerry는 그것을 다 먹었다.

13. Jamie가 피아니스트였던 것이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14. •although = though = even though : ~에도 불구하고

 •despite + 명사 : ~에도 불구하고

15. 책을 산 것보다 추천을 해준 것이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완료를 쓴다.

16. how serious : 얼마나 심각한지

17. ‘그것의[죽은 새의] 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뒤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 be located : ~에 위치하다 

 ⓑ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한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19. 지도상에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나와 있지 않다.

20. 문맥상 빈칸에 ‘~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1. ⓔ가 지칭하는 것은 a small fish이다.

22. 사건, 행동, 사람이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바꾸는 방식 : 영향

23. 죽은 새가 어떻게 플라스틱을 먹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4. •good : 좋은 •goods : 상품

25. •stop A from B : A가 B하는 것을 막다

 •come up with : ~을 생각해 내다

26. 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many가 아닌 much가 적합하다.

27.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No!’ 앞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28. 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방법이 아니다.

29. scary(무서운) → scared(무서워하는)

30.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차에서 있었다고 했지만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모른다.

| 본문 p. 198~201

01.⑴ mistaken ⑵ eaten ⑶ swum  02.keep  03.All of a sudden  

04.⑴ turned ⑵ break ⑶ come  05.How could that be possible?  

06.have no idea / have no clue / do not know  07.ⓑ-ⓔ-ⓐ-ⓓ-
ⓒ  08.⑴ Since → While ⑵ with → for  09.Since[Because, As]  

10.Although[Though, Even though]  11.The club had moved to a 
different place before I got there.  12.When I woke up, my mother 
had already prepared breakfast.  13.He found it in somewhere 
between California and Japan.  14.He thought it was an island.  

15.because → why  16.쓰레기를 수거하고,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나무를 
심었다. 

01. ⑴ mistake - mistook - mistaken  ⑵ eat - ate - eaten 

 ⑶ swim - swam - swum

02. •keep in touch : 연락하며 지내다 

 •keep up with : 시류[유행]를 따르다, ~에 뒤지지 않다

03. all of a sudden : 갑자기

04. ⑴ turn out : 결국 ~이 되다 ⑵ break down : 분해하다 

 ⑶ come up with : 생각해 내다

05. ‘How could that be possible?’은 놀람의 표현이다.

06. ‘I have no idea [clue] how to + 동사원형~.’은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

현이다.

07. ⓑ TV에서 정말 아름답게 스케이트를 타는 소녀를 봐. 

 ⓔ 그녀는 굉장하구나! 너는 스케이트를 탈 줄 아니? 

 ⓐ 탈 수 있으면 좋겠어. 나는 스케이트 타는 법을 몰라. 

 ⓓ 내가 너에게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 고마워. 너는 정말 친절하구나.

08. •while : ~하는 동안 •mistake A for B : A를 B로 착각하다

09. 빈칸에 ‘~ 때문에’라는 뜻의 접속사가 적합하다.  

‘내가 숙제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뻐하셨다.’

10. 빈칸에 ‘비록 ~할지라도’라는 뜻의 접속사가 적합하다.  

‘내가 숙제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11. 도착한 것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이므로 과거완료를 이

용해 영작한다.

12. 일어난 것보다 아침 식사 준비가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had + p.p.」

를 쓴다.

13.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는 캘리포니아와 일본 사이 어딘가 있다고 했으므로 

Charles Moore도 그곳에서 발견을 했을 것이다.

14. 처음에 Charles Moore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섬으로 착각했다.

15. that’s because + 이유, that’s why + 결과

16. ‘Every month, we collected garbage, put posters on the wall, and 

planted trees for the earth. ’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 본문 p. 202

01.⑴ had taken, had ⑵ read, had had ⑶ left, had read  02.[예시답

안] There are so many things we can do to save our planet earth. For 
starters, we should use public transportation more. Since cars run 
on fuel and emit exhaust gas, it can lead to the air pollution. Also, it is 
a good idea to carry our own shopping bags. Plastic bags won’t be 
broken down easily. Lastly, we had better turn off the computers when 
we are not using it. Although what we can do seems like nothing, it can 
bring a big chan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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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은 과거완료의 문장으로 쓴다.

02.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 때문에)와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although 

(비록 ~일지라도)를 이용해 글을 완성한다.

| 본문 p. 203~204

01.Picture this. You’re sailing in the Pacific Ocean. The skies are sunny 
and the blue ocean is beautiful.

02.It’s like a scene right out of a movie.

03.Then, all of a sudden, you see something up ahead. It looks like an 
island.

04.You check the map but don’t find any island there.

05.Then you get closer and realize that it’s not an island but floating 
garbage! You cannot believe your eyes.

06.What Is It?

07.The floating garbage is called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08.It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California and Japan, and some 
studies say that is about 14 time bigger than Korea.

09.Most of the floating garbage is plastic.

10.The floating garbage patch was discovered in 1997 by a man named 
Charles Moore.

11.At first, he had mistaken it for an island.

12.Where Does It Come from?

13.The garbage comes from all over the world.

14.It can be water bottles from Korea, food containers from the US, or 
plastic bags from Russia.

15.When they get into rivers, they are carried out to sea.

16.If they get caught in the ocean currents, they become part of the 
garbage patch.

17.What Are Its Effects?

18.Many fish, birds, and other sea animals mistake the garbage for food.

19.They often die from eating plastic since their bodies cannot break it 
down.

20.When a dead bird from the area was cut open, there wasn’t any fish 
in its stomach.

21.Instead, there were many different plastic products!

22.Although this problem may seem far away from you, it is closer to you 
than you think.

23.A small fish may eat some plastic. Then it can be eaten by a bigger 
fish or bird.

24.The plastic can travel up the food chain to your dinner table.

25.Maybe a piece of your plastic grocery bag or water bottle will end up 
in your stomach.

26.What Can We Do about It?

27.Here are some things we can do to stop the floating garbage 
problem from growing.

28.What We Can Do ...

29. •Don’t throw garbage on the street.

30.•Recycle as much as you can.

31.•If you go to the beach, take your garbage back with you.

32.•Carry your own shopping bag.

33.•Most importantly, use fewer plastic products.

34.Remember that plastic does not break down naturally.

35.Until scientists come up with a way to clean up the trash,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36.Let’s help the sea animals, the earth and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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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exactly, what, playing, with, so  11 who, to, keep, down, meant, 
nicer, another, nicely  12 Above, in, same,them, owner, drop, some, on  

13 in, seconds, look, at, tasty, down, over, to  14 Helping, injured, his, 
while, himself, got, needed, help  15 up, into, what, poor, So, out, from, it  

16 As, nice, out, of, way, Why, It’s, that

4 Master

01.We, humans, learn at a very young age that we have to be nice to 
each other. 

02.What about animals? 

03.We have discovered many cases where animals seem to be nice to 
each other. 

04.But do you think animals are really nice? 

05.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decide for yourself.

06.Foxy Friends

07. If your friend wasn’t nice to you, what would you do? 

08.Maybe you would just walk away. 

09.That’s exactly what a fox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did.

10.A female fox was playing with a male fox. 

11.The male fox began pushing her too hard. 

12.The female fox didn’t like it, so she walked away. 

13.The male, who wanted to keep playing, ran to the female, bowed 
down, and rolled over. 

14.His body language meant, “Don’t leave. I’ll be nicer.” 

15.She gave him another chance, and he played more nicely this time.

16.A Gift from Above

17.A dog named Toby and a cat named Katie lived together in the same 
house in London for ten years. 

18.After dinner, the owner always gave them the leftovers. 

19.The owner would drop some in Toby’s bowl on the floor and some in 
Katie’s dish on the kitchen table.

20.Every night, Toby would finish his food in seconds and look up at 
Katie. 

21.Then Katie would drop some tasty pieces down to the waiting dog. 

22.In return, whenever Toby was lying on his bed and Katie walked over, 
Toby would give up his nice, warm bed to Katie and lie on the floor.

23.A Helping Trunk

24.In Kenya, an elephant injured the tip of his trunk while he was freeing 
himself from a trap. 

25.Until his trunk got better, he needed help with getting food. 

26.The injured elephant walked up and stuck his trunk into the mouth of 
a completely strange elephant. 

27.The healthy elephant understood what the poor elephant wanted. 

28.So he pulled out a small tree from the ground, and put it into his new 
friend’s mouth.

29.As you can see, animals can be really nice. 

30.Sometimes, they will go out of their way to help other animals. 

31.Why do they do this? 

32.It’s likely that they feel good when they help others, just like you and 
me.

Animals Like Us
5

| 부록 p. 1

Across 3.chance  6.trap  7.discover  8.trunk
Down 1.injure  2.leftover  4.stick  5.foxy

1 Vocabulary 

| 부록 p. 1

 1.서로에게 친절하다  2.네 스스로 결정하다  3.그녀를 너무 심하게 밀기 
시작하다  4.계속 놀기를 원하다  5.다음의 이야기들을 읽다  6.한 숫여우와 
함께 놀다  7.10년 동안 런던의 같은 집에서  8.Katie를 올려다보다  9.음식

을 얻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10.그 불쌍한 코끼리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

하다  11.땅에서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뽑다  12.그것을 그의 새 친구의 입에 
넣어주다

 

 1.learn at a very young age  2.give him another chance  3.play 
more nicely this time  4.always give them the leftovers  5.finish his 
food in seconds  6.drop some tasty pieces down  7.give up his 
nice, warm bed to Katie  8.injure the tip of his trunk  9.free himself 
from a trap  10.a completely strange elephant  11.go out of their 
way to help other animals  12.feel good when they help other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8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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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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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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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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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01 C, D, F, E, G, H, B, A  02 B, G, D, E, H, A, C, F  03 B, C, A, G, D, H, E, 
F  04 H, A, D, C, F, B, E, G  05 B, A, D, E, F, C, G, H  06 F, G, B, H, A, D, 
E, C  07 C, B, G, H, F, D, E, A  08 C, H, B, G, A, D, E, F  09 F, C, G, E, H, 
D, A, B  10 G, C, H, E, B, A, D, F  11 D, C, E, F, G, A, B, H  12 F, B, A, D, 
C, H, E, G  13 C, E, D, H, F, G, B, A  14 F, H, A, C, B, E, G, D  15 H, F, G, 
E, A, C, B, D  16 B, F, A, D, H, E, C, G

3 Advanced

01 learn, age, nice, seem, to, be, for, yourself  02 nice, what, would, 
walk, playing, began, pushing, walked  03 who, keep, playing, rolled, 
over, leave, gave, more  04 lived, for, always, gave, leftovers, would, 
drop, bowl  05 Every, finish, drop, to, return, lying, walked, lie  06 tip, 
while, himself, Until, better, help, with, getting  07 injured, walked, stuck, 
understood, wanted, pulled,out, put  08 be, will, go, help, do, likely, feel, 
help  09 at, that, be, discovered, cases, where,to, be  10 nice,would, 

앙콜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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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exico!
6

| 부록 p. 9

Across  2.represent  5.colorful  6.wonder  7.experience  
8.traditional

Down 1.ancient  3.pointy  4.joke

1 Vocabulary 

| 부록 p. 9

 1.이번 여름 방학  2.17시간 이상 걸리다  3.많은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사

들을 하다  4.작은 산호 조각들  5. 형형색색의 물고기, 산호와 함께 수영하다  

6.세계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들 중 하나  7. 이집트의 뾰족한 피라미드들과 
달라 보이다  8. 모든 계단들을 오르다  9.‘파히타’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
어 보다  10. 한국의 고추들처럼 길고 얇은  11.전혀 움직일 수 없다  12.그가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다

 

 1.represent a day of the year  2.change planes three times  

3.have a lizard on his head  4.the beautiful colors of the beach  

5.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6.have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7.feel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8.add the top 
part as one step  9.on each of the four sides  10.feel one year older  

11.coming out of my mouth  12.the best vacation ever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0~16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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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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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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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01 A, F, H, C, G, D, E, B  02 F, G, D, B, H, A, C, E  03 H, A, E, D, C, F, B, 
G  04 C, B, E, H, D, G, F, A  05 B, D, H, C, F, A, E, G  06 C, F, B, A, H, E, 
D, G  07 C, E, G, A, H, B, F, D  08 F, A, E, C, D, H, B, G  09 B, C, D, E, F, 
G, A, H  10 E, H, G, F, D, A, C, B  11 G, C, H, A, B, E, F, D  12 C, E, G, B, 
H, D, A, F

3 Advanced

01 going, be, best, ever, visit, excited, If, had  02 changed, three, 
more, But, what, looked, like, on  03 front, uncle’s, Look, at, water, clear, 
sand, white  04 what, not, coral, colorful, felt, as, if, movie  05 Guess, 
has, most, pyramids, Surprise, see, one, wonders  06 This, different, 
from, pointy, Do, there, each, sides  07 add, as, total, represents, 
year, climbed, all, older  08 tried, called, just, but, really, instead, also, 

tried  09 weren’t, peppers, told, they, were, hot, cute, tried  10 in, an, 
amazing, experience, cave, shouted, Watch, above  11 because, 
Luckily, joke, Later, told, lizard, believe, away  12 played, ancient, 
traditional, think, What, week, wish, could

4 Master

01.August 1

02.This summer vacation is going to be the best vacation ever. 

03.I’m going to Cancun, Mexico! 

04.My uncle lives there and my family is going to visit him. 

05.I’m so excited. If I had wings, I would fly!

06.August 5

07.I changed planes three times and it took more than 17 hours! But I 
wasn’t tired. 

08.I saw many movies and had delicious meals. 

09.This is what my dad looked like on the way there.

10.August 6

11.Wow! This is the beach 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12.Look at the beautiful colors of the beach. 

13.The water is so clear and blue, and the sand is so white. 

14.You know what? It’s not sand. It is really small pieces of coral. 

15.Here I’m swimming with colorful fish and coral. 

16.I felt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17.August 7

18.Guess which country has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19.Surprise! It’s not Egypt, but Mexico! 

20.I went to see the Chichen Itza,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21.This is the El Castillo pyramid there. 

22.This pyramid looks different from the pointy Egyptian pyramids, 
doesn’t it? 

23.Do you know that there are 91 steps on each of the four sides? 

24.If you add the top part as one step, there are 365 steps in total. 

25.My uncle told me that each step represents a day of the year. 

26.After I climbed all the steps, I felt one year older!

27.August 8

28.We went to a Mexican restaurant. 

29.I tried a yummy dish called fajitas. 

30.They were just like Korean ssam, but they were wrapped in a really 
thin bread called tortilla instead of vegetables. 

31.I also tried jalapeno peppers. 

32.They weren’t long and thin like Korean peppers but short and round. 

33.The waiter told me that they were hot, but they looked cute. So I tried 
one.

34.Can you see the fire coming out of my mouth?

35.August 9

36.Have you ever swum in a cave?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37.When we were in the cave, my brother Jiho shouted, “Watch out, 
Sujin! There’s a snake right above you!” 

38.I couldn’t move at all because I was so scared. Luckily, it was only a 
joke. 

39.Later I told Jiho that he had a lizard on his head, but he didn’t believe 
me. 

40.The funny thing is I wasn’t kidding! Look at him running away. Haha!!

41.Augu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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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his is a traditional Mayan show! 

43.We danced, sang, and played sports like the ancient Mayans. 

44.This is a man with traditional Mayan body paint. 

45.I think my father looks scarier! 

46.What a great week! 

47.I wish I could stay longer. I’ll miss you, Mexico!

I Love Musicals
7

| 부록 p. 17

Across 5.forgive  6.bishop  7.scene  8.tradition
Down 1.innocent  2.steal  3.prison  4.shout

1 Vocabulary 

| 부록 p. 17

 1.그의 이름을 바꾸다  2.그렇게 힘이 센 남자를 알다  3.들어올리기에 충
분히 힘이 센  4.조용히 있다  5.내 손에서 안전한  6.내가 누구인지 의심하다  

7.그가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8.그 동전을 소년에게 돌려주다  9.무언가 해야 
한다  10.내가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다  11.법정에서 형을 선고받다  12.허
공에 그 총을 쏘다

 1.for stealing some bread  2.as a gift  3.become an honest man  

4.realize what happened  5.become the mayer of a town  6.have no 
place to go  7.hide his past  8.steal the coin  9.tell the truth  10.take 
him in  11.run to the police  12.a police officer who is after Valjean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8~26
3 Memorize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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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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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D, C, E,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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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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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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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C

3 Advanced
01 in, just, prison, for, no, place, but, him  02 of, away, Where, gave, 

to, me, gift, Stop  03 did, give, to, But, remember, gave, silver, leaves  

04 did, save, will, But, remember, to, become, man  05 coin, runs, 

realizes, what, tries, to, again, on  06 name, of, cart, is, near, knows, but, 

not  07 anyone, rescue, have, to, knew, himself lift, who, am  08 don’

t, make, was, any, man, on, nothing, Should  09 meet, gun, life, forever, 

Shoot, bishop, in, air

4 Master

01.<Scene 1> It is 1815 in France. Jean Valjean has just come out of 
prison after 19 years for stealing some bread.

02.He has no place to go, but a kind bishop named Myriel takes him in 
and gives him some food.

03.In the middle of the night, Valjean steals some silver and runs away, 
but is caught. 

04.Police officer: Where did you get the silver?

05.Valjean: Bishop Myriel gave the silver to me as a gift.

06.Police officer: Stop lying. You are a thief. 

07.(Bishop Myriel enters.) Bishop: He’s telling the truth. I did give the 
silver to him.

08.But my friend, don’t you remember I gave you these candlesticks, 
too? (gives Valjean two silver candlesticks)

09.Police officer: I’m terribly sorry. I will let him go. (Police officer leaves.)

10.Valjean: Why did you save me?

11.Bishop: One day you will understand. But remember, my friend.

12.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13.Later Valjean steps on a coin that a boy has dropped. The boy thinks 
that Valjean stole the coin and runs to the police.

14.Valjean realizes what happened and tries to return the coin to the boy. 

15.But it is too late. He is a thief again, and he is on the run again.

16.<Scene 2>  The year is 1823. Valjean changes his name, hides his 
past, and becomes the mayor of a town.

17.One day a man is stuck under a cart and is in danger. Javert, a police 
officer who is after Valjean, is near.

18.Valjean knows who Javert is, but Javert does not know that the mayor 
is Valjean.

19.Valjean: Is there anyone here who will rescue the man? 

20.Woman: It’s too dangerous.

21.Valjean: We have to do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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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an: No on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cart.

23.Javert: I once knew a man who was that strong.

24.Valjean: (to himself) If I lift the cart, Javert might suspect who I am.... 
But I cannot let the man die. 

25.(Valjean lifts the cart and people pull the man out.)

26.Javert: I don’t believe my eyes! You make me think of a man from 
years ago.

27.Valjean: Who? 

28.Javert: A thief named Jean Valjean. He was stronger than any other 
man I knew.

29.Valjean: Go on. 

30.Javert: I’m sorry, Mr. Mayor. It’s nothing. He’s finally been caught.

31.Valjean: What? Where is he now? 

32.Javert: He’s going to be sentenced in court today.

33.Valjean: (to himself) What should I do? Should I save him? No!

34.But if I stay quiet, an innocent man will go to prison.

35.Valjean goes to court and tells everyone that he is the real Jean 
Valjean.

36.The innocent man is freed and Valjean runs away.

37.<Scene 3> The year is 1832. Valjean and Javert meet again. This 
time Valjean is holding a gun.

38.Javert: Are you going to kill me?

39.Valjean: Your life is safe in my hands.

40.Javert: Once a thief, forever a thief. You will never change. Shoot me 
now! I don’t care!

41.Valjean: You are wrong, and have always been wrong. Thanks to the 
bishop, the old Jean Valjean is gone.

42.I forgive you as he forgave me. (shoots the gun in the air) Now go!

An Island You Never 
Want to Visit

8

| 부록 p. 27

Across 1.magician  6.island  7.discover  8.advertisement
Down 2.garbage  3.pour  5.float

1 Vocabulary 

| 부록 p. 27

 1.그 떠다니는 쓰레기  2.전 세계에서 오다  3.음식 용기들  4.다른 해양 동
물들  5. 죽은 새  6.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다  7.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하다  8.여러분의 저녁 식탁  9.너의 쓰레기를 가지고 오다  10. 쓰
레기를 치우다  11.길거리에  12.약간의 플라스틱을 먹다

 1.many different plastic products  2.end up in your stomach  

3.about 14 times bigger than Korea  4.break down naturally  5.part 
of the garbage patch  6.your plastic grocery bag  7.in its stomach  

8.the ocean currents  9.your own shopping bag  10.a bigger fish or 
bird  11.water bottles from Korea  12.get into river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8~33
3 Memorize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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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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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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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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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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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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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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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this, skies, sunny, ocean, It’s, scene, out, sudden  02 island, check, 

any, Then, that, but, garbage, cannot  03 garbage, Pacific, Patch, It, 

located, between, studies, about  04 of, is, floating, patch, discovered, 

named, comes, all  05 be, bottles, food, containers, carried, out, If, they, 

06 fish, birds, other, food, often, eating, plastic, their  07 bird, cut, there, 

any, fish, there, this, far  08 may, be, or, travel, of, plastic, end, stomach  

09 things, do, garbage, to, beach, with, fewer, products  10 plastic, 

break, trash, need, we, help, animals, ourselves

4 Master

01.Picture this.

02.You’re sailing in the Pacific Ocean.

03.The skies are sunny and the blue ocean is beautiful.

04.It’s like a scene right out of a movie.

05.Then, all of a sudden, you see something up ahead.

06.It looks like an island.

07.You check the map but don’t find any island there.

08.Then you get closer and realize that it’s not an island but floating 
garbage!

09.You cannot believe your eyes.

10.What Is It?

11.The floating garbage is called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12.It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California and Japan, and some 
studies say that it is about 14 time bigger than Korea.

13.Most of the floating garbage is plastic.

14.The floating garbage patch was discovered in 1997 by a man n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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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Moore.

15.At first, he had mistaken it for an island.

16.Where Does It Come from?

17.The garbage comes from all over the world.

18.It can be water bottles from Korea, food containers from the US, or 
plastic bags from Russia.

19.When they get into rivers, they are carried out to sea.

20.If they get caught in the ocean currents, they become part of the 
garbage patch.

21.What Are Its Effects?

22.Many fish, birds, and other sea animals mistake the garbage for food.

23.They often die from eating plastic since their bodies cannot break it 
down.

24.When a dead bird from the area was cut open, there wasn’t any fish 
in its stomach.

25.Instead, there were many different plastic products!

26.Although this problem may seem far away from you, it is closer to you 
than you think.

27.A small fish may eat some plastic.

정답 영어3학년 동아(이병민).indd   28 2017-05-11   오후 6: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