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 동아(윤) 1과 
코코스학원  

Update 2021. 3. 21.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Study Points

◈ Big Idea 나의 꿈 찾기

◈ 의사소통 기능

• 경험 묻고 답하기

A: Have you ever visited Jeju-do?

A: 너는 제주도에 가 봤니?

B: Yes, I have. / No, I haven’t.

B: 응, 가 봤어. / 아니, 안 가 봤어.

• 희망 표현하기

I hope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네가 언젠가 그곳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

◈ 읽기

Find a Dream and Live It!

꿈을 찾고 실현하세요!

◈ 언어 형식

 • 접속사 whether / if  

I didn’t know whether I really enjoyed it.

나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즐기는지는 알 수 없었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나는 오로라를 볼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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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Listen and Talk

A

1.

G: Have you ever had Spanish food before?

G: 너는 전에 스페인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니?

B: No, I haven’t. Have you tried it?

B: 아니, 없어. 너는 먹어 봤니?

G: Yes, I have. I hope you can try it sometime. It’s really good.

G: 응, 먹어 봤어. 네가 언젠가 먹어 볼 수 있길 바라. 정말 맛있거든.

B: I will. For now, I’ll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B: 그럴게. 우선은 이 스페인 요리책을 사야겠어.

2.

B.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B: 너는 다른 나라에 가 본 적이 있니?

G: No, I haven’t. Have you?

G: 아니, 없어. 너는 가 봤니?

B: Yes, I’ve been to France. I hope you can travel to another country sometime.

B: 응, 난 프랑스에 가 봤어. 네가 언젠가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볼 수 있길 바라.

G: Yes, I really want to visit Canada. Look! This book about Canada looks very interesting.

G: 그래, 난 캐나다에 정말 가 보고 싶어. 봐! 캐나다에 관한 이 책은 아주 흥미로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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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3.

G: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It’s really interesting.

G: 달에 관한 이 책을 읽어 봐. 정말 재미있어.

B: I know. I’ve already read it.

B: 알아. 나는 그걸 이미 읽었어.

G: You did? How about the movie? Have you also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G: 읽었다고? 영화는 어때? 그 책에 관한 영화도 본 적이 있니?

B: No, I haven’t.

B: 아니, 없어.

G: Well, it’s even better than the book. I hope you can see the movie soon.

G: 음, 그건 책보다 훨씬 더 좋아. 네가 곧 그 영화를 볼 수 있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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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4.

G: I’m going to buy this CD. I love listening to piano music.

G: 나는 이 CD를 살 거야. 피아노 곡 듣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B: Me, too. I also enjoy playing the piano.

B: 나도 그래. 나는 피아노 연주도 즐겨 해.

G: Really? So you can play the piano?

G: 정말? 그럼 너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

B: Yes. How about you?

B: 응. 너는 어때?

G: Well, I’ve never learned how to play.

G: 음, 나는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B: It’s fun. I hope you’ll have a chance to learn.

B: 그거 재미있어. 네가 배울 기회가 있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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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  Check and Talk

e.g.

A: I’ve visited Jeju-do. Have you ever visited Jeju-do?

A: 나는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 너는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니?

→ B: Yes, I have. The island is beautiful.

→ B: 응, 있어. 그 섬은 아름다워.

 

A: I hope I can visit there again.

→ B: 응, 있어. 그 섬은 아름다워.

→ B: No, I haven’t.

→ B: 아니, 안 가 봤어.

A: The island is beautiful. I hope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A: 그 섬은 아름다워. 네가 언젠가 그곳에 가 볼 수 있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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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예시 답안] 

A: I've eaten insects. Have you ever eaten insects?

A: 나는 곤충을 먹어 본 적이 있어. 너는 곤충을 먹어 본 적이 있니?

B: Yes, I have. They're actually good.

B: 응, 있어. 그것들은 사실 맛있어.

A: I hope I can eat them again sometime.

A: 나는 언젠가 그것들을 다시 먹어 보고 싶어.

A: I've seen three movies in one day. Have you ever seen three movies in one day?

A: 나는 하루에 영화 세 편을 본 적이 있어. 너는 하루에 영화 세 편을 본 적이 있니?

B: No, I haven’t.

B: 아니, 없어

A: It's fun to see many movies in one day. I hope you'll try it sometime.

A: 하루에 많은 영화를 보는 건 재미있어. 네가 언젠가 그것을 해 보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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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 Conversation

B: I really liked your book about training dogs.

B: 개를 훈련하는 것에 관한 당신의 책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W: Thank you. Do you like dogs?

W: 고마워요. 개를 좋아해요?

B: Yes, I do. I love all kinds of animals.

B: 네, 좋아해요. 저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W: Have you ever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W: 수의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B: Yes, I have. I really want to become an animal doctor.

B: 네, 있어요. 저는 수의사가 정말 되고 싶어요.

W: What are you doing to achieve your goal?

W: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B: I’m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B: 지역 동물의 집(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W: That’s good. What else are you doing?

W: 좋군요.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B: I’m also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

B: 동물에 관한 TV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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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W: You’re doing great! I hope you become a good animal doctor someday.

W: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 좋은 수의사가 되기를 바라요.

B: Thank you.

B: 고맙습니다.

D. Show and Tell

[e.g.]

Have you ever been to Hallasan? 

한라산에 가 본 적 있나요?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mountains in Korea. 

그 곳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입니다.

Last fall, I went hiking there. 

지난 가을에 저는 그곳으로 하이킹을 갔어요.

The air was so fresh. 

공기가 아주 맑았죠.

I hope you can go there sometime.

언젠가 여러분이 그곳에 가 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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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예시 답안] 

• Have you ever been to Busan?

부산에 가 본 적 있나요? 

 It's famous for beautiful beaches. 

그곳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Last summer vacation, I went to Haeundae Beach. 

지난 여름 방학에 저는 해운대 해변에 갔어요. 

The water was so clean, and swimming at the beach was very fun. 

물이 너무 깨끗했고, 해변에서 수영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었어요. 

I hope you can go there sometime.

언젠가 여러분이 그곳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Have you ever seen the Mona Lisa? 

‘모나리자’를 본 적이 있나요?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paintings in the world.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입니다. 

Last winter, I visited the Louvre Museum in Paris and saw the painting. 

지난겨울에 저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그림을 봤어요.

It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The woman in the painting has a mysterious smile.

그림 속 여자는 신비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I hope you can see it sometime.

언젠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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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Talk and Play

Find the Truth

Step 2.

e.g.

A: Minho, have you ever been to Ulleungdo?

A: 민호야, 울릉도에 가 본 적이 있니?

→ B: Yes, I have. I had a lot of fun there.

→ B: 응, 있어. 그곳에서 무척 재미있었어.

 

A: Oh, I see. Please sign here.

A: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서명해 줘.

→ B: No, I have never been to Ulleungdo.

→ B: 아니, 나는 울릉도에 가 본 적이 없어.

 

A: Oh, I hope you can visit there sometime.

A: 아, 언젠가 네가 그곳에 가 볼 수 있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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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예시 답안]

A: Sujin, have you ever been to Canada?

A: 수진아, 캐나다에 가 본 적이 있니?

B: Yes, I have. I saw a beautiful view from the mountains.

B: 응, 있어. 산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봤어.

A: Oh, I see. Please sign here.

A: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서명해 줘.

A: Minho, have you ever tried Indian curry? 

A: 민호야, 인도 카레를 먹어 본 적이 있니?

B: No, I have never tried Indian curry.

B: 아니, 나는 인도 카레를 먹어 본 적이 없어.

A: Oh, I hope you can visit an Indian curry restaurant sometime.

A: 아, 네가 언젠가 인도 카레 식당을 방문해 보기를 바라.

A: Jimin, have you ever eaten a worm?

A: 지민아, 너는 벌레를 먹어 본 적이 있니?

B: Yes, I have. I ate some worms at a local market in China.

B: 응, 있어. 중국의 한 지역 시장에서 벌레를 먹었어.

A: Oh, I see. Please sign here.

A: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서명해 줘.

A: Seojun, have you ever skydived? 

A: 서준아, 스카이다이빙을 해 본 적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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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세요.
B: No, I have never skydived.

B: 아니,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해 본 적이 없어.

A: Oh, I hope you can skydive sometime.

A: 아, 언젠가 네가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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