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주어진 관계는 반의어 관계이다. dependent: 의존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02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일련의 감정적인 특성, 
행동 방식 따위’를 가리키는 말은 personality(성격)이다.

03   ④번 문장에서 means는 ‘수단’을 의미한다.
04   sold out: 매진된, 다 팔린
05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생각하거나 느끼는 방식’을 가리키는 단
어는 attitude(태도)이다.

06   주어진 문장과 나머지는 ‘표현하다’를 나타내지만 ④번은 ‘급행’
을 나타낸다.

Look Inside You

5

01 independent 02 ⑤ 03 ④ 

04 sold out 05 (a)ttitude 06 ④ 

07 ⑴ protection ⑵ situation ⑶ difference

p.08

01  주어진 관계는 반의어 관계이다. difference: 차이, 다름 / 
similarity: 유사, 비슷함

02  (1) detail: 세부 사항 / 그의 상사는 회의 전에 세부 사항들을 
확인했다. (2) opinion: 의견 / 이 상황에서 내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3) raise: 기르다 / 너는 개를 키울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4) focus: 집중하다 / 너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03  (1) at the same time: 동시에 (2) according to: ∼에 따르
면 (3)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04   reasonable: 합리적인, 타당하고 분별 있는 / frightened: 겁
먹은,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드러내는 / reduce: 줄이

pp.8~12

01 (s)imilarity 

02 ⑴ details ⑵ opinion ⑶ raise ⑷ focus

03 ⑴ at the same time ⑵ According to 

     ⑶ participate in

04 (r)easonable, (f)rightened, (r)educe

     ⑴ frightened ⑵ reasonable ⑶ reduce 

05 various

06 ⑴   Jake is not ready to live on his own.

 ⑵ Jane knows how to deal with angry dogs.

 ⑶   It may have to do with culture.

p.09

Listen and Speak 1 Listen

1.   mean / nervous, frightened, doing

2. does,   mean / feel sad

3.   does, mean / means, look sad

4.   does, mean / means, give up

Listen and Speak 1 A

1. How, doing / for / does, mean / means, happy, 

excited

2. personality test, had to / According to, a lot, by, 

mine / do, mean / mean, other

Listen and Speak 2 Listen

1.   sold out / other seats / some tickets

2. spicy, sweet / other sauces / only

3.   would, like to, maybe / too much sugar / too

4. the most popluar / other colors / lots, over here

Listen and Speak 2 A

1. reading, says, people’s feelings / surprising / For 

example, help us focus / useful colors / helps,  

p.14~15

p.10~11

1 (B) - (C) - (A)

2 ④

3 are there any other ways to get there?

p.12

1 F 2 T 3 T 4 F

   

다, 어떤 것의 크기, 양, 수 등이 작아지게 하다 (1) Ellen은 대
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2) 그는 아주 합리적인 사
람이다. (3) 우리는 그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05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 이제 환경 친화적인 다양한 자
동차들이 있다.

06  (1)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2) deal with: ∼을 다루
다 (3)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2   정답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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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re there any other ∼?는 ‘다른 ∼가 있나요?’라는 의미로 
대안을 묻는 표현이다.

02   Those는 앞에 나온 것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로 spicy sauce 
and sweet sauce를 가리킨다.

03   What does ∼ mean?은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이
므로 그에 대한 대답은 It means ∼.(그것은 ∼을 의미해.)가 
적절하다.

01 ② 02 spicy sauce and sweet sauce 

03 ③ 04 (D) - (B) - (E) - (C) - (A)

시험대비 기본평가 p.16

01 ④ 02 ② 03 meaning 

04 these big windows 05 open 06 ⑤ 

07 (A) → (D) → (C) → (B) 08 ① 

09 Are there any other useful colors? 10 ③  

11 ④ 12 a personality test 13 ③

p.17~18

01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너를 이해하는 것 같아.’
라는 대답은 어색하다.

02  by: ∼에 따르면, ∼로 보아
03  What does ∼ mean?은 What is the meaning of ∼?로 
바꿔 쓸 수 있다.

04  인칭대명사 They는 앞에 나온 these big windows를 가리킨다.
05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표현하는’을 가리키는 말은 

open(솔직한, 숨김없는)이다.
06  큰 창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7  (A) 안부 묻기 → (D) 안부에 답하기 → (C) ‘on cloud nine’
의 의미 묻기 → (B) 의미 설명

08  주어진 문장의 It은 an interesting magazine을 가리키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relax

2. more, yourself, kinds of, other tests / take, test / 

before

Real-Life Zone

what kind of, to try / like / afraid of, one of / dark 

places, without, on, mean / says, full of, That’s why, 

fill, with, scary things / about, anything, afraid of / big 

imagination / any other tests / a lot of

Wrap Up 1~2

blood type / an article, says / your personality / type 

A / with, calm, too

09  Are there any other ∼?: 다른 어떤 ∼가 있니?
10  Jane은 잡지를 통해서 색깔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게 되었다.

11  (A) There are any other ∼.: 다른 어떤 ∼이 있습니다. (C) 
any time: 언제든지

12  부정대명사 one은 앞에 나온 a personality test를 가리킨다.
13  B는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전화를 했다.

pp.8~12

01 this test 

02 (A) these (B) on (C) with

03 Are there any other tests we can take?

04 It means that we are full of imagination.

05 They are talking about blood type and personality.

06 Her blood type is A.

07 A형은 차분하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08 Then what does type A means?

p.19

01   인칭대명사 it은 앞에 나온 this test를 가리킨다.
02   (A) one of+복수명사: ∼ 중 하나 (B) 어두운 밤을 싫어한다
고 했으므로 불을 켜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C)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03   Are there any other ∼?: 다른 어떤 ∼가 있니? / take a 
test: 검사를 받다

04   어두운 곳을 싫어한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05   그들은 혈액형과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06   소녀의 혈핵형은 무엇인가?
07   A형은 차분하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08   what does ∼ means?: ∼은 무슨 뜻이니?

p.20~21

1 ⑴ what ⑵ What

2   ⑴ have been living ⑵ has been drawing

01 ⑴ have been knowing → have known 

 ⑵ am learning → have been learning

 ⑶ Which → What 

 ⑷ which → what

시험대비 기본평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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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03 ⑴ It has been raining since lunch time.

 ⑵ They have been running for one hour.

 ⑶ What Paul cooked was a pizza. 

 ⑷ I bought my son what he really needed.

 ⑸ Suji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a year.

01 has cooking → has been cooking 02 What 

03 have been studying 

04 ④ 05 ② 06 ① 

07   She bought a luxurious house that[which] has a 

huge pool.

08 ② 09 have been doing 

10 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 11 ③

12 ⑤ 13 ①, ③ 14 ③ 15 is 

16 ⑴   have been doing ⑵   What my friend said

 ⑶   have been raising ⑷   has been snowing

 ⑸   What I want 

 ⑹   What Jane and Jay will see

17 ④ 18 ②, ⑤ 19 ① 

20 has been playing

p.23~25

01   엄마는 두 시간 동안 부엌에서 소고기 스튜를 요리하고 계신다. 
두 시간 동안 요리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을 쓰는 것
이 적절하다.

02   done의 목적어와 is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적절하다.
03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완료진행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have been studying으
로 쓴다.

01   (1) 인식, 소유, 감정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완료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2) 4개월째 공부해 온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
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
끌며 선행사를 포함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4) 관계대
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선행사를 포함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

02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선행사를 포함한다.
03  (1) 점심시간 이후로 비가 쭉 내리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
행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그들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달리
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선행사를 포함한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4)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끌며 
선행사를 포함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5) 1년 동안 
쭉 공부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
하다.

04   ④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했다. 선행사 everything이 
있으므로 what이 아닌 that이 적절하다. ① 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② Sam과 Son은 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영복을 샀다. ③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⑤ 그 미술가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그리고 
있다.

05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The thing which를 What이 대신
할 수 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06  Jay는 내가 가르친 가장 똑똑한 학생입니다. 선행사 the most 
brilliant student가 있고 빈칸 뒤에 taugh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that이 적절하다.

07  • 그녀는 호화로운 집을 샀다 • 그것은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
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자 할 때 중복된 단어는 a 
luxurious house이고 이것을 선행사로 하고 관계대명사는 
that이나 which로 한다.

08   do의 목적어와 is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at이 적절하다.
09  지난달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0  3일 동안 지속해서 비가 오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현재완료
진행으로 쓰며 painted를 has been painting으로 고치는 것
이 적절하다.

12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도 지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 쓰고,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for, how long, since’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13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로 쓸 수 있고 ‘내가 필
요하다’라는 불완전한 절인 주절을 이끌기 위해 선행사를 포함
한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축구를 하는 것이다. • 그가 썼던 책
은 큰 히트를 쳤다. 첫 번째 문장은 선행사를 포함하며 주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
장은 선행사가 있고 wrote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that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5   어법에 맞게 배열하면 What John and Paul want to eat is 
fried chicken.

16  ( 1 ) ,  ( 3 ) ,  ( 4 )는  현재완료진행형을  쓰는  문제이므로 
‘have[has]+been+~ing’로 쓰고, (2), (5), (6)은 선행사를 포
함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문제이므로 관계대
명사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7   ④  그녀는  최근에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  부사 
recently와 과거진행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① 나는 내 친구
들과 그 이후로 나무를 심고 있다. ② 나는 20년 동안 호주에서 
살고 있다. ③ Jason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⑤ 나는 이것을 찾고 있었다.

18   ② Harry는 30분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⑤ 그녀는 20살
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①은 have planting을 have been 

4   정답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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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what you’re feeling

02 What

03   ⑴ I know what you want.

 ⑵   This is what I mean.

 ⑶ Do what I do.

 ⑷   What Suji will take to the theater is a bus.

04 They have been eating chicken for thirty minutes.

05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06   ⑴ I don’t care what people say.

 ⑵   I don’t care the thing[things] which people say.

07 ⑴   John has been singing for two hours.

 ⑵   They have been playing darts for one[an] hour.

 ⑶   What they want is to talk and play.

08 ⑴   I know the thing which you’re doing these 

days.

 ⑵ I know what you’re doing these days.

09   What I have to finish, I have been writing

10   What John wants to do with Sally is to see a 

movie.

11 ⑴ have been doing

 ⑵ what the company will become

p.26~27

01  빈칸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들어가야 하므로 ‘what 
you’re feel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컴퓨터이다. The thing which 대신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03   (1) ‘나는 안다’의 의미로 I know가 오고 ‘네가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know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관계대명사 what절에서는 want에 대한 목
적어를 what이 대신한다. (2) ‘이것은 ~이다’의 의미가 먼저 와
야 하므로 This is로 시작하고 ‘바로 내가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plant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꽃을 심고 있다. ③ since로 보아 2019년 이래로 쭉 프로젝트
를 진행한 것이므로 worked를 has been work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since로 보아 그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TV를 보고 있는 것이므로 has been watched를 has been 
watch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since는 보통 완료형과 함
께 쓰이는 것에 주의한다.

19   ① 내가 말했던 것을 잊지 마세요. that → what ② 그녀는 그
녀가 해야 했던 것을 했다. ③ 나는 딸에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요리해 줄 것이다. ④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단지 한 병의 물이
었다. ⑤ 그 소녀는 그녀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영화를 보고 있
다.

20   현재완료진행 형태로 has been play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의미가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is에 대한 보어로 선행사를 포함한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mean의 목
적어를 what이 대신한다. (3) 명령문 ‘~해 봐’의 의미를 쓰기 위
해 do가 문장 맨 앞에 오고, ‘내가 하는 것’이란 의미가 뒤에 이어
져야하므로 what I do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Suji가 영화
관에 타고 갈 것’이란 내용이 먼저 와야 하므로 ‘What Suji will 
take to the theater’를 쓰고 이어 ‘버스이다’가 와야 하므로 ‘is 
a bu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30분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있으므로 8 단어에 맞추어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나는 알고 있다’+‘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 한 문장 안에 두 절이 
있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06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
명사이므로 ‘I don’t care what people say.’로 쓰는 것이 적절하
고, which는 선행사가 필요하므로 the thing[things]를 넣어 ‘I 
don’t care the thing[things] which people say.’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1), (2)는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 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주
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
고 what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이어져야 한다.

08  the thing which = what. what을 중심으로 ‘나는 안다’는 의
미를 갖은 말이 앞에 오고 ‘요즘 네가 무엇을 하는지’라는 말이 
what에 뒤이어 오는 것이 적절하다.

09   3시까지 내가 끝내야 하는 것은 에세이 숙제다. 그러나 나는 그
것을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 나는 한 시간 동안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단지 두 문장밖에 적지 못했다. 나는 시간이 더 필
요하다!

10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것이 적절
하다.

11   (1) 전치사 since가 힌트가 되어 아침부터 쭉 지금까지 숙제로 
해오고 있는 중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관계대명사 what은 know의 목적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면
서, become의 보어 역할을 한다.

p.29

1 F 2 T 3 F 4 T

   확인문제

p.28

1 T 2 F 3 F

   확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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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says something 

02use, wear, even, raise, what kind of

03draw, much  

04What, how, are related to

05to better understand 06 One, those tests 

07below 08holding, light 

09other hand, heavy, no 10above 

11differences mean 12who, under 

13 The bigger, the more heavily, the bigger

14waiting, happen, hopeful, future

15Second, protection, stressful 

16big, shows, plans, protection

17drawing, means, deal with

18Third, details, have to do, attitude

19example, who, without, attention, himself, herself

20who, right, is ready to 

21hand,may,worried,happened 

22possible meanings, part 23back, at 

24reading, yourself 25what kind, each one 

26opinion

p.30~31

  1Everythingyoudosayssomethingaboutyou.

  2Thelanguageyouuse,theclothesyouwear,and

eventhepetsyouraisesomehowshowwhatkind

ofpersonyouare.

  3Thethingsyoudrawarenotmuchdifferent.

  4Whatyoudrawandhowyoudrawitarerelatedto

yourpersonality.

  5Doctorshavebeenusingvariousdrawingteststo

betterunderstandpeople.

  6Oneof those tests is theDraw-a-Person-in-the-

Rain(DAPR)test.

  7Studythepicturesbelow.

  8ThepersoninDrawingAisholdinganumbrellain

alightrain.

  9Ontheotherhand,thepersoninDrawingBisina

heavyrainandhasnoumbrella.

10Also, therearedarkcloudsabove theperson in

DrawingB.

11Whatcanthesedifferencesmean?

12First, the rainshows thestress thepersonwho

drewthepictureisunder.

13Thebiggerthedropsareorthemoreheavilythe

rainisfalling,thebiggerthestressis.

p.32~33

14Thecloudsmeanproblemswaitingtohappen,so

abigcloudshowsthedrawerisnotveryhopeful

aboutthefuture.

15Second, theumbrellameans theprotection the

personhasinastressfulsituation.

16Abigumbrellashowsthatthedrawerhasalotof

plansorprotection.

17If there’snoumbrella in thedrawing, thedrawer

doesnothaveanymeans todealwithdifficult

situations.

18Third, thedetails in thedrawingof theperson

havetodowiththedrawer’sattitudeunderstress.

19For example, someonewho draws a person

withouta facedoesnotwant todrawpeople’s

attentiontohimselforherself.

20Someonewhodrawsthepersonontherightside

ofthepaperisreadytomeetthefuture.

21On theother hand, someonewhodraws the

personon the leftsidemaybeworriedabout

thingsthathavehappenedinthepast.

22Thesearesomeofthepossiblemeaningsofeach

partofthedrawings.

23Now,gobackandlookatthetwodrawings.

24Tryreadingthemyourself.

25Canyouunderstandwhatkindofpersondrew

eachone?

26What’syouropinion?

01 ③ 02 ⓐ What ⓑ how 03 ⑤ 

04 ⑤ 05 ③ 06 waiting 07 ⑤ 

08 stressful 09 ② 

10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은 계획이나 보호 기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1 ③ 

12 (A) For example (B) On the other hand 

13 future 14 ③ 15 ④ 

16 drawing 17 ② 

18 what kind of person you are 19 ①

20 personality 21 ② 

22   As, bigger or the rain is falling more heavily, the 

stress is bigger

23 ① 24 many 25 ⑤ 26 ⑤

27 two drawings

28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각각의 그림을 그렸는지 이해 

할 수 있나요?

p.34~37

6   정답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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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문장 앞에 와야 
한다.

02  글의 흐름상 ‘당신이 무엇을 그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리는지’가 되어야 한다.

03  의사들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림 그리기 검사를 사
용해 오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⑤가 알맞다.

04  문맥상 ‘반면에’의 뜻을 가진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하다.
05   be under the stress: 스트레스를 받다
06  능동의 의미이므로 현재분사가 알맞다.
07  ⑤ 큰 구름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래에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
을 보여준다고 언급되었다.

08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 stressed: 스트레스를 받는
09  ⓑ, ② 형용사적 용법 ⓛ, ③, ④ 명사적 용법 ⑤ 부사적 용법
10   A big umbrella shows that the drawer has a lot of 

plans or protection.을 참고할 것.
11  draw one’s attention to: ~에게 주의를 끌다
12  for example: 예를 들면 / on the other hand: 한편
13  future: 미래 / past: 과거
14  ⓑ와 ③의 may는 ‘~일지도 모르다’의 뜻으로 약한 추측을 나타
낸다.

15   문맥상 ‘그 그림들을 스스로 읽으려고 시도해 보세요’가 알맞으
므로 try+-ing 형이 되어야 한다.

16  one은 부정대명사로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받는다.
17  문맥상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가 알맞다.

18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19  문맥상 ‘당신이 그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draw의 목적어이므로 

What이 알맞다. which는 특정하게 주어진 것 중에서 선택을 
나타내므로 알맞지 않다.

20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인 / personality: 성격, 개성
21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므로 who가 알맞다.
22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은 접속사 as를 써서 바꿔 
쓸 수 있다. as 구문에서는 비교급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지 않
는다.

23   문맥상 ‘그래서’의 뜻을 가진 so가 알맞다.
24   a lot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므로 many가 알
맞다.

25   deal with: ~을 처리하다, ~을 다루다
26   ⑤ 큰 우산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 준다고 언급되었다.

27   them은 앞에 나온 복수 명사를 받는다.
28   what kind of person 이하는 간접의문문으로 understand의 
목적어이다.

pp.8~12

01 hand 02   heavy 03 differences

04   There are dark clouds.

05   with 06 himself or herself

07 have happened

08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09 Everything you do says something about you.

10   당신이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11 당신이 그리는 것 

12   They have been using various drawing tests to 

better understand people.

13   The bigger the drops are or the more heavily the 

rain is falling, the bigger the stress is.

14   waiting 15   stressful

p.38~39

01   on the other hand: 반면에
02  문맥상 light의 반의어 heavy가 알맞다.
03  different의 명사형 difference의 복수형이 알맞다.
04  Also, there are dark clouds above the person in 

Drawing B.를 참고할 것
05   have to do with: ~와 관계가 있다
06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주어 자신이므로 재귀대명사로 고쳐야 한다.
07   happen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09   you do 앞에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11 it은 인칭대명사로 앞에 나온 What you draw를 받는다.
13  ‘the+비교급 ~, the+비교급 ...’ 구문이므로 bigger the stress 

is 앞에도 the를 붙인다.
14  능동의 의미로 problems를 수식하므로 현재분사가 알맞다.
15  stressed: 스트레스를 받는 /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01 below 02 ⑤ 03 ⑤ 04 ⑤ 

05 ② 06 ② 

07 ⑴   gets along with

 ⑵   In other words

 ⑶ has to do with

08 ① 

09 what is the meaning of / what do you mean by

10 Are there any other ways to get there? 

11 She will take a bus. 

12 ② 13 is → are 

14 He wants to take a personality test this afternoon.

15 (A) to help (B) to take

16 소년은 성격 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걸고 있다. 

17 ⑴   have been using

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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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어진 관계는 반의어 관계이다. above: ∼ 위에 : below: ∼ 
아래에

02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지원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는’을 뜻
하는 말은 independent(독립적인)이다.

03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 deal with: ∼을 다루다

04  against: ∼에 반대하는, for: ∼에 찬성하는

05  personality: 성격 / 내 친구는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

06  raise: 기르다, 들다 / • 나는 애완동물로 햄스터를 기른다. • 답
을 알면 손을 드세요.

07   (1) get along with ~: ∼와 잘 어울리다 (2)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3) have to do with: ∼와 관련이 있다

08  소녀가 집을 그려야 했다고 말하자 소년이 A house?라고 묻고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09  what do ∼ mean?은 what is the meaning of ∼?, what 
do you mean by ∼?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0  Are there any other ∼?: 다른 ∼이 있나요?

11 소녀는 버스를 타고 갈 것이다.

12  혈액형이 무엇인지 묻자 - (B) 대답하고 이유 묻기 - (D) 이유 
설명 - (A) A형에 대한 의미 묻기 (C) A형에 대한 특징 설명

13  주어가 People이므로 복수동사 are가 되어야 한다.

14  소년은 오늘 오후에 성격검사를 받고 싶어 한다.

15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17  (1) 사용하고 있는 중이므로 have been using이 적절하다. 
(2) 괄호 안의 what이 보어 자리에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명
사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what makes me happy가 나오는 것
이 적절하다. (3)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서울에서 살고 있
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4)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what I can do’가 

 ⑵ what makes me happy

 ⑶ has been living

 ⑷ what I can do

18 ① 19   What they want is some food.

20 what I am going to say

21 ⑴   what they wanted

 ⑵ have known

 ⑶ have been working

 ⑷ what I say

22 don’t know 

23 ⑴   what he says

 ⑵ I knew what

24 Henry couldn’t understand what the teacher said.

25 ③ 26 light 27 hopeful 28 ⑤ 

29 ⑤ 30 ④ 31 past

32 He or she is ready to meet the future. 33 ③ 

34 ④ 35 curious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8  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고흐가 쓴 편지이다. ② what → 
who 또는 that ③ the thing 삭제 ④,⑤ that → what

19  ‘괄호 안에 what이 있고 동사 want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
대명사 what절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내가 말하려고 하던 것’을 what을 이용하여 6 단어로 ‘what I 
am going to say’로 쓴다.

21  (1) 보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what they 
wanted’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2) know, like, believe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으므로 현재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
다. (3)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
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절이 
와야 하므로 ‘what I say’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22   내가 뭘 먼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3  (1) 나는 믿을 수 없다+그가 말했던 것 (2)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발견했던 것 

24   헨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문장에서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와 said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므로 
두 개의 목적어 대신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드
는 것이 적절하다.

25   Also에 주목한다. 처음 그림 B에 있는 사람을 언급한 문장 다
음인 ③에 와야 한다.

26   heavy: 무거운, 심한 / light: 가벼운

27  hope의 형용사형이 와야 한다.

28  큰 구름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고 
언급되었다.

29  under stress: 스트레스를 받을 때

30  for example: 예를 들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31  문맥상 future의 반의어인 past(과거)가 알맞다.

32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하였다.

33  나와 친구의 성격에 대해 말해야 했다는 문장 다음인 ③에 와야 
한다.

34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알맞다.

35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은 
curious(호기심이 있는)이다.

01 ③ 02 ⑤ 03 (d)rops 04 ⑤

05 ① 06 relax 07 to look sad 

08 ④ 09 According to 

10   큰 창문들은 그녀가 타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⑴   that ⑵ what 

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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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은  동의어  관계이지만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다 .  ① 
heavy(무거운) - light(가벼운) ② future(미래) - past(과거) 
③ various(다양한) - diverse(다양한) ④ calm(차분한) - 
excited(흥분한) ⑤ carefully: 조심스럽게 - carelessly: 부
주의하게

02  see A as B: A를 B로 보다, 나는 내 자신이 수줍음이 많고 친
절하다고 생각했다. / deal with: ∼을 다루다, 난 다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싶다.

03  drop: 방울 /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몇 방울 떨어졌다. / 동
그란 모양으로 떨어지는 매우 적은 양의 액체

04  at the same time: 동시에(=simultaneously)

05  주어진 문장은 잡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므로 ①에 오는 것이 적
절하다.

06   누군가 더 차분해지고 덜 걱정하게 되거나 되게 하다: relax(안
심[진정]하다)

07  have a long face는 ‘슬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08  (A) take a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를 받다 (C) what 
does ∼ mean?: ∼는 무엇을 의미하니?

09  according to: ∼에 따르면

11  (1)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정직하고 친절하다. (2)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12  현재완료진행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13  ① know, like, believe 등은 진행형으로 사용 불가하므로 I 
have known him since my childhood.가 적절하다. ② 그
녀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울고 있다. ③ 난 5년 동안 스페인어
를 공부하고 있다. ④ 나는 네가 빌려준 책을 읽고 있다. ⑤ 그

12 It has been raining heavily for three hours.

13 ①

14 ⑴ that they wanted

 ⑵ what she needed

 ⑶   have been working

15 have been discussing

16   These are some of the possible meanings of 

each part of the drawings.

17 ⑤ 18 ④ 19 ③ 20 ④ 

21   Because he gets along well with others and is in 

lots of clubs.

22   The bigger the drops are or the more heavily the 

rain is falling, the bigger the stress is.

23 ③ 24 ② 25 ① 26 ⑤

27   큰 우산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은 계획이나 보호 

기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는 8살부터 우표를 모으는 중이다.

14  (1) 선행사 the house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것
이 적절하다. (2)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지난해부터 여기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현재
완료진행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우리는 1시간 동안 그 문제들에 대해 의논해 왔다.

16  these를 문장의 주어로 한다.

17   both 뒤에는 복수형이 오므로 each로 고쳐야 한다.

18   kinds가 복수 명사이므로 much는 쓸 수 없다.

19  필자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필자 본인과 친구가 각각 달랐다는 내
용이 적절하므로 different가 들어가야 한다.

20  민수의 친구는 민수가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22  이때의 as는 ‘~함에 따라서’의 뜻으로 ‘the+비교급 ~, the+비
교급 ...’ 구문을 써서 바꿔 쓸 수 있다.

23  구름들은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을 의미하므로 큰 구름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맥상 자연
스럽다.

24  (C), ②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① 
진주어 ③, ⑤ 관계대명사 ④ It ... that 강조 구문

25  문맥상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알맞다.

26  우산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단
이 없다고 하였다.

01 ⑴ to feel sad ⑵ to give up

02 It is about colors and people’s feelings.

03   색깔이 사람들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04 ⑴ He is the very man that loves music.

 ⑵   pick what you want

 ⑶ It is the very music that he loves.

 ⑷ what you brought

05 I have been doing the course for six months.

06   He has been taking a bus for two hours.

07 ④번 → is 08 clothes

09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 인지 알 수 있다.

10   그림 A의 인물은 가벼운 빗속에 우산을 가지고 있고, 

그림 B의 인물은 심한 빗속에 우산도 없고 또한 그 

인물의 위에 어두운 구름들이 있는 것

11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태도를 알 

수 있다.

12   worried

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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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feel blue는 to feel sad(슬프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2) throw up one’s hands는 to give up(포기하는 것)을 의
미한다.

02   잡지는 색깔과 사람의 기분에 관한 내용이다.

04  (1)과 (3)은 선행사 the very man, the very music이 있으
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2)와 (4)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각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절이 나와야 하므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이 오는 것
이 적절하므로 have been doing으로 써야 한다.

06  그는 버스를 2시간 동안 타고 있는 것이므로 ‘he has been 
taking a bus’가 오고 2시간 동안이라는 정확한 숫자 표현이 나
왔으므로 전치사 for를 사용하여 ‘for two hours’를 쓴다.

07  주어가 One이므로 단수로 받아야 한다.

08   셔츠 ,  상의 ,  바지 ,  드레스와  같이  사람들이  입는  것들 : 
clothes(옷, 의복)

12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므로 과거분사형이 알맞다.

01 ⑤  02 ② 03 ⑴ out ⑵ in ⑶ to

04 ④ 05 ⑴ detail ⑵ attention ⑶ attitude

06 ①, ③ 07 ④ 

08 Is there anything you are afraid of? 

09 (A) why (B) too (C) other

10 imagination 11 ③

p.53~56

01  frightened: 두려워하는 scared: 무서워하는, 겁먹은

02   draw attention to oneself: 자신에게 관심을 끌다 / 그녀는 밝

은 색의 옷을 입어 이목을 끌려고 한다.

03   (1) sold out: 매진된  /  모든  콘서트  표가  매진되었다 . 

participate in: ∼에 참가하다 / 그녀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3) according to: ~에 따라 /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 갔다.

04  ‘지원, 도움 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필요한’을 뜻

하는 단어는 dependent(의존하는)이다.

05  (1) detail: 세부 사항 (2) attention: 주의, 집중 (3) attitude: 

태도

06  ‘어떻게 지내니?’라는 뜻으로 How have you been?, How’s 

it going?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07   on cloud nine은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08  Is there ∼?: ∼이 있니? /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09  (A) That why ∼.: 그것이 ∼한 이유이다. (B) 긍정문이므로 

too를 쓴다. (C) Are there any other ∼?: 다른 어떤 ∼가 

있니?

10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는 능

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imagination(상상력)이다.

11  ③ Emma는 불을 켜놓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12  what = the thing which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완료진

행형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4  ④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that을 what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① 이것이 너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하기를 원한다. ③ 그가 좋아하는 것

|모범답안| 

01   (2) → (3) → (1)

02 ⑵ What I like to do is watching movies.

 ⑶ What I have to do is (to) do my homework.

 ⑷   What I have in my pocket is the doll.

03   (A) street dancing  

(B) taking modern dance lessons for three months 

(C)   want is to post wonderful video clips of me 

dancing someday

p.52

02  선행사를 쓰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what
을 쓴다.

12 ⑴   This is what I like. /  

This is the thing which I like.

 ⑵   The thing which she said is true. / 

What she said is true.

 ⑶   I like the thing which is colorful. / 

I like what is colorful.

13 ② 14 ④ 15 ④ 16 ①

17   The cook has been taking a vacation, so the 

restaurant is closed.

18   The thing which[that] I’m interested in i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 What I’m interested in i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19 What 20 have been playing. for 

21 has been feeling sick since this morning

22 ⑤ 23 friendly 24 ④

25 (1) 수줍다 (2) 친절하다 / (1) 능동적이다 (2) 호기심이 있다

26 ① 27 ② 28 ④ 29 ③

10   정답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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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줄게. 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놀라게 만들

었다.

15  • 그들은 민수를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 30분 전부터 지금까

지 계속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숫자 앞에 ‘~ 동안’ 이라

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가 와야 하므로 for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6  know, like, believe 등의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이 아닌 현재완료가 적절하다.

17   요리사가 휴가 중이므로 ‘the cook has been taking a 

vacation’이 나오고 ‘그래서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so the restaurant is closed’를 쓴다.

18  the thing which[that] = what

19   내가 주문한 것은 사과 주스 한 잔이다.

20  2시간째 피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완료진행형을 쓴다.

21  오늘 아침부터 쭉 몸이 안 좋았던 것이므로 has been feeling 

sick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22  문맥상 ‘다른 사람들’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others로 고쳐야 한다.

23  명사 friend의 형용사형으로 고친다.

24  get along well with: ~와 잘 지내다

26  ⓐ, ① …도[조차] ② 한층, 훨씬 ③ 짝수의 ④ 동일한 ⑤ 평평한

27  be related to: ~와 관계가 있다

28  ⓒ, ④ 부사적 용법 ①, ③, ⑤ 명사적 용법 ② 형용사적 용법

29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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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reedy(욕심 많은)와 generous(관대한, 후한)의 뜻은 반의어 
관계이다. 따라서 indoors(실내의)의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
는 outdoors(외부의, 야외에서)이다.

02   ‘어떤 것을 취하기로 동의하다’ 또는 ‘제안이나 초대에 응하다’라
는 뜻을 가진 단어는 ① accept(받아들이다, 수용하다)이다.

03   ① ‘그의 설명은 일부러 모호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account
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설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4   (1) customer 고객 / welcome 환영하다, 맞이하다 (2) 
grocery 식료품점, 식료품 / shop 물건을 사다, 쇼핑하다

05   (1) 우리는 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realize 깨닫다 
(2) 많은 중고 서점들이 일반 서점에서 찾기 힘든 책들을 갖고 
있다. used 중고의 (3) 며칠 동안 그 스캔들은 헤드라인을 장식
했다. several 몇몇의 (4) 시험 결과는 인터넷에 게시될 것입니
다. post 게시하다

06   good for ~에 좋은 / ask for ~을 요청하다 / go up 오르다, 올
라가다 / grow up 성장하다

Buy and Sell Wisely

6

01 outdoors 02 ① 03 ①

04 ⑴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as a new customer.

 ⑵   Peter has shopped at the grocery for years.

05   ⑴ realize ⑵ used ⑶ several ⑷ posted

06 ③

p.60

01   heavier(더 무거운)은 형용사 heavy의 비교급이다. 따라서 
charming의 비교급은 more charming(더 매력적인)이다.

02     (1) think about ~에 대해 생각하다 (2) hand over ~을 건네
주다 (3) this time 이번에

03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어떤 말이나 글’은 comment(언
급)를 가리킨다.

04     (1) suddenly 갑자기 (2) at first 처음에는 (3) sink 가라앉
다

05     (1) 그 사진가는 어떤 종류의 차 사진도 찍고 그걸 팔아도 된다
고 허락을 받았다. (2) 매일이 오늘 만큼 좋을 수 없다는 게 너
무 아쉽다. (3) 나는 내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06   (1) receive 받다 (2) category 범주, 부류, 부문 (3) attractive 
매력적인

pp.8~12

01 more charming 

02 ⑴ think about ⑵ hand over ⑶ this time 

03 comment

04 ⑴   I suddenly found myself running down the street.

 ⑵   She found the job tiring at first but she soon 

got used to it.

 ⑶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 is starting to 

sink.

05   ⑴ take a photo of ⑵ as good as  

⑶ have an idea

06 ⑴   She stepped up to receive her prize in the 

Academy Awards.

 ⑵ Julia won the grand prize in the movie category.

 ⑶   Her eyes are the reason people find her attractive.

p.61

Listen and Speak 1 Listen

1.   lean / at all

2. mind / don’t

3.   change seats

4.   shut / ahead

Listen and Speak 1 A-1

Excuse, return / why / haven’t, worn / mind, a look / 

all, Here

Listen and Speak 1 A-2

What / open, should / fill, form / use

Listen and Speak 1 B-1

at all

p.67~69

p.62~63

1 ④, ⑤ 2 I’m afraid you can’t.

p.64

1 T 2 F 3 T 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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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and Speak 1 B-2

Do, mind

Listen and Speak 1 B-3

Do, eat / ahead

Listen and Speak 2 Listen

1.   around / afraid, open

2. pictures during / can’t, disturb

3.   Can, anywhere

Listen & Speak 2 A-1

Look, check / can’t, inside / finished / first, can

Listen & Speak 2 A-2

come / afraid / That’s, special / heard, going, then / 

together

Listen & Speak 2 B-1

around / open

Listen & Speak 2 B-2

Can, use / sorry, only

Listen & Speak 2 B-3

Can / can’t, on

Real-Life Zone

to find, mind / at all, favorites / looking, over, lend / 

afraid, Actually / okay / used, online / thought, idea / 

together, think / get

Wrap Up 1-2

mind, a look / Not, called, bought / putting / means, 

bringing / interesting, where, get / afraid, contact

Wrap Up 3~4

some, place / been / never / about / afraid, What / 

fine

01  위 문장은 의문사 why를 이용한 간접의문문이 포함된 문장이
다. 간접의문문은 ‘의문사+주어+ 동사’ 순이며 이때 조동사는 
생략된다. 따라서 조동사 do를 제거해야 한다.

02   B가 언제 신발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
03   ‘유감이지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쓸 때, “I’m afraid I can’t 

~.’의 표현을 쓴다.
04   대명사 m1ine은 ‘나의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 대화의 문맥상 

G가 갖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drink를 가리킨다.

01 ⓑwhy do you want → why you want 

02 ① 

03 I’m afraid we can’t take our drinks inside. 

04 my drink

시험대비 기본평가 p.70

01 ④ 02 ① 03 ② 

04 Do you mind if I use your pen?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Could you ask your friend where she got it? 

11 ④

p.71~72

01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인 ‘Do you mind if I ~?’와 같은 표현
은 “Do you mind ~ing?”, “Would you mind if I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02  두 빈칸 모두 현재완료 용법의 시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단, 
(a)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는 의미의 현재완료의 계
속적 용법이, (b)는 어떤 것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으로 해석한다.

03  주어진 문장에서 it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
는데, 대화의 문맥상 Ben이 찾고 있던 만화책을 Dana가 갖고 
있고 따라서 Ben이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위치에 주어진 문
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4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Do you mind if I 
~?”, “Would you mind if I ~?”와 같은 표현이 있다.

05   G가 Do you mind if I ~?라고 물어봤고 M은 요청을 승낙
(‘Not at all.’)했다. 여기서 ③ Yes, I’m sorry.는 요청을 거절
하는 표현이다.

06  ② A가 스마트폰을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B의 대답 
No, I do mind.는 잘못된 표현이다. do를 don’t로 고치면 올
바르다.

07  can you come with us? 우리와 같이 갈래? I’d love to는 I 
would love to의 줄임말이다. 전치사 about가 쓰였으므로 목
적어로 동명사 going를 써야 한다.

08   위 대화의 문맥상 (a) I’m afraid I can’t.의 의도는 ④’요청을 
거절하기’이다.

09  ⑤ ‘민호는 엑스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Minho does 
not want to go to the game expo.)는 민호와 G가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엑스포에 간다(‘Let’s go together next 
Saturday.’)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10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쓰는 표현으로 ‘Can you ~?’ 
또는 ‘Coud you ~?’를 쓸 수 있다.

11  ④ ‘왜 G가 그녀의 친구와 연락이 끊겼는지’는 대화에서 언급되
어 있지 않다.

pp.8~12

01 (D) - (A) - (C) - (B) 

02 (a) to buy (b) take

03 That’s fine with me.

04   He wants to buy some traditional Korean gifts for  

p.7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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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가 한국 전통 선물을 살 수 있는 곳을 물어봤고, 이에 (D)에
서 인사동을 가 보았는지 물어보며 권하는 문장이 오는 것이 자
연스럽다. 그 다음으로 (A)에서 가 보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C)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B)에서 함께 일정을 조율하며 따라
서 맨 마지막에 G가 제안을 승낙하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02   (a)에는 a good place를 꾸며주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 (b)에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명사절의 주어 I의 동사로 
take가 가장 적절하다.

03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승낙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That’s fine with me.’ 또는 ‘That’s alright.’, 
‘Sounds good.’ 등이 있다.

04   ‘B가 친구들을 위해 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대화를 시작하는 B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05   상대방에게 승낙을 요구하는 표현 Can I ask ~?와 의문사 
why가 쓰인 간접의문문이 결합된 문장이다.

06   ‘어떤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돌려주거나 돌려놓다’
라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는 return(반품하다, 반납하다)이다.

07   나는 오늘 내가 저번에 산 운동화를 반품하기 위해 신발 가게에 
갔다. 나는 점원에게 운동화에 먼지가 묻어 있고 단 한 번도 신
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점원은 신발을 살펴보겠다고 요청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을 언짢아하지 않았다.

p.74~75

1 ⑴ hard ⑵ as

2   ⑴ had seen ⑵ had not finished

01 ⑴ hardly → hard 

 ⑵ well → good

 ⑶ has → had 

02 ⑴ had, started ⑵ had bought ⑶ late 

 ⑷ had seen

03 ⑴ This box is half as big as that one.

 ⑵ I can speak English as fluently as Korean.

시험대비 기본평가 p.76

 ⑶   The field was in bad condition because it had 

rained the day before.

01 has booked → had booked 

02   ⓐ go → went, ⓑ go → went, ⓒ leave → left,  

ⓓ arrive → arrived

03 He had gone home. 04 ④ 05 ② 

06 ① 07 as pretty as 08 ⑤ 

09 ①, ④ 10 ③ 11 ③ 12 ①, ③ 

13 ⑤ 14 ① 15 ③ 16 ①

17 had already cleaned 18 ⑴ had ⑵ as 

19 ② 

p.77~79

01   과거완료인 had booked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빈칸 모두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
거시제를 써준다.

03  폴이 집에 간 것은 과거의 특정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이므로 과거완료시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잠자는 것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므로 가까운 뜻
을 갖고 있는 ④번이 적절하다.

05  ② 일반동사 play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good의 부사형인 well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원하는 만큼 
많은 과일을 사라. ③ 8시가 지났는데도 대낮같이 환하다. ④ 

01   (1) hard와 hardly는 둘 다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hardly’는 ‘거의 ~않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열심
히’라는 의미를 지닌 ‘har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be동
사 뒤에서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 ‘well’이 아니라 형용사 
‘good’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well’이 형용사로 쓰일 경우
에는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시제보다 앞선 대과거로 has
를 ha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1) 도착한 것보다 시작한 상황이 먼저 일어났으므로 ‘had 
start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휴대폰을 산 것은 잃어버
린 것보다 먼저 일어났으므로 ‘had bought’로 쓰는 것이 적절
하다. (3) ‘late’는 형용사와 부사의 뜻이 같으므로 부사의 형태 
‘lat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lately: 최근에’ (4) 그를 
알아보았다는 행위보다 이전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행위가 먼
저 일어났으므로 ‘had see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1), (2) 동등비교 문장으로 (1)은 ‘배수사+as+원급+as’ 어순
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는 ‘비교대상+as+원급+as+비교 
대상’으로 일반동사 play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fluently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비가 온 것이 과거
보다 앞서므로 과거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his friends.

05 Can I ask why you want to return them?

06 return

07 (a) return (b) is (c) wanted (d) checking

14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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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성장은 예상했던 것만큼 대단하지 않았다. ⑤ 우리는 비
축 물자가 떨어지지 않는 한 여기에 머물 수 있다. *hold out: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되다[없어지지 않다]

06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학 수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교
실에 들어간 것보다 수업이 시작된 것이 먼저이므로 entered - 
had begun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07  • 너는 수지만큼 예쁘다. 비교 대상은 you와 Suzy이다. be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as pretty a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⑤ 이 우유는 상했다. 신맛이 난다. 빈칸에 has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모두 had가 들어간다. ①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 ②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다. ③ 엄마를 도와드리기 전에 나는 TV를 보았
다. ④ 아빠가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셔서 기뻤다.

09  나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피곤했다. 피곤한 상태였으
므로 ①, ④ 모두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Miju는 어제 말을 처음 타 봤다. 전에는 타 본 적이 없었다.
11  그는 문을 잠그지 않아서 놀랬다. 놀란 시점보다 문을 잠그지 않
은 시점이 더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완료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
하다.

12  시간 순서상 물을 끓인 것이 앞서므로 ① 물을 끓이고 나서 라면
을 냄비에 넣었다고 표현한 것과 ③ 물이 끓고 나서 라면을 냄비
에 넣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일해 왔던 것이므로 worked를 had 
work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① 심판은 터치아웃을 선언했다. touched를 had touched로 쓰
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나는 막 피자를 먹었었다. 그래서 그때 배
가 고프지 않았다. ③ Paul은 작년에 영국에 갔다. 그것은 두 번
째였다. 전에 한 번 가 봤었다. ④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물이었다. ⑤ 그 소녀는 그녀를 즐겁게 하는 영화를 보고 있다.

15   • Jason을 만나러 도서관에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가 집으로 
가 버렸다.

16  ① 수지는 Jay를 1년 동안 만났을 때 팔짱을 끼고 걸었다. has 
known → had known 또는 knew ② 그녀는 2주 동안 아파
서 콘서트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③ 나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한 번에 알아보았다. ④ 그때까지는 네가 담근 김치
가 굉장히 맛있었다. ⑤ 그는 전에는 아주 가난했다.

17   엄마가 집에 오셨을 때 나는 이미 방청소를 했다.
18   어법에 맞게 배열하면 (1) No sooner had I paid for the 

jacket than I saw that it had a small hole in it. (2)  He 
speaks as slowly as I do.

19   ② 그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where it is
를 where it had bee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딸을 
보았을 때 매우 기뻤다. 2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 ③ 내 친
구 Minho는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 시골에서 살았다. ④ 나
는 콘서트에 늦게 도착했다. 보고 싶었던 쇼가 끝난 것을 알았
다. ⑤ 나는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기차를 잘못 탄 것을 알았다.

pp.8~12

01   Last year, I got food poisoning after eating food 

that had gone bad.

02 ⑴ (완) ⑵ (결) ⑶ (계) ⑷ (경) ⑸ (대)

03   ⑴ had been sick ⑵ had had   

⑶ had never traveled ⑷ had not been seen  

⑸ had finished ⑹ had only just started  

⑺ had broken ⑻ had lost ⑼ had already begun 

⑽ had had

04 She is as tall as Mr.[Ms.] Lee.

05   (b)roke, (f)ound, (h)ad, (b)een, (s)tolen, (h)ad,  

(s)old

06 had returned 07 as fat as

08   ⑴ had bought ⑵ not as[so] pretty as   

⑶ as soon as possible  

⑷ three times as much as

09   ⑴ where I had put the book  

⑵ had had a secret relationship   

⑶ they had been caught  

⑷ graffiti had been painted

p.80~81

01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보다 음식이 상한 것이 더 앞
선 시제이므로 음식이 상한 것을 had gone ba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1) 나는 1월에 이미 의학시험을 쳤었다. (2) 나는 동물원에서 
내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3)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
는 그곳에서 2년째 살고 있었다. (4) 나는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까지 그토록 놀라운 건축물을 본 적이 없었다. (5) 감기가 채 떨
어지기도 전에 독감에 걸렸다.

03   과거완료(had+p.p)의 형태로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앞서 일어
난 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과거완료시제는 ‘had+p.p.’로 
쓰고 부정은 ‘had not+p.p.’, 부사 또는 빈도부사는 ‘had+부사 
또는 빈도부사+p.p.’로 쓴다. (5), (9), (10)의 경우는 시간 접속
사 before, after 등과 함께 쓰일 경우 주절에 과거시제 동사를 
쓸 수 있다.

04  비교 대상 as 원급 as 비교 대상. 주어의 키를 비교하는 것이므
로 be동사의 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05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패
물을 도난당한 것을 알았다. 누가 옷장 서랍을 열어 놓고 갔는지 
궁금했다. 그 다음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하지만 도둑이 이미 
모든 패물을 다 팔아 버린 뒤였다.

06  네가 이미 돌아와 있었던 상태이므로 had return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뚱뚱한 것이므
로 as fat as 동등비교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1) the day before: 전날 (2) 부정어 as[so] 원급 as (3)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4) 배수사 as 원급 a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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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나는 그 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2) 그
녀는 수년간 그와 밀회를 나누었다. (3) 난 걔네들이 잡힌 줄 알
았다. (4) 베트남에 그들의 삶을 취재하러 갔을 때, 낙서가 벽에 
쓰여 있던 것을 보았다.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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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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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01 Online Sale 02 rides his bike

03 taller and stronger 04 too small for him

05 savings account 06 What 

07 had an idea 08 as good as 

09 add the money 10 acted fast 

11 posted, with a short comment 

12 thinking about 13 himself riding 

14 could not wait 15 Every few minutes 

16 As, went up 17 received no texts 

18 Nobody seemed 19 pushed his post down

20 to sink 21 wrong with 

22 attractive enough 23 for tips on 

24 what he had done wrong 25 hasty, greedy 

26 possible buyers 27 compared to, high 

28 with a longer description 29 from different angles 

30 kept indoors 31 several texts 

32 asked for 33 to accept, for 

34 handed over 35 could get 

36 both happy and sad 

37 go, himself, through the experience

p.84~85

  1   Seyun’s First Online Sale.

  2   Seyun rides his bike to school every day.

  3   He likes his bike, but he is taller and stronger this 

year.

p.86~87

  4   His bike has become too small for him, so he 

wants to buy a bigger, faster one.

  5   However, he does not have enough money in his 

savings account.

  6   What can he do?

  7   Suddenly, Seyun had an idea.

  8   “My old bike is almost as good as a new one.

  9   Maybe I can sell it and add the money to buy a 

new one.”

10 He acted fast.

11   He took a photo of his bike with his smartphone 

and posted the picture, with a short comment, on 

an online market : “Used bike in excellent 

condition. Only 100,000 won. Please text me.”

12   He was excited, thinking about the bike he 

planned to buy.

13 He could see himself riding the shiny new bike.

14   He could not wait to get a reply to his online 

advertisement.

15 Every few minutes he checked the number of hits.

16   As the number of hits went up, his expectations 

went up too.

17   One hour passed, then two, and finally a whole 

day, but he received no texts.

18 Nobody seemed to want his bike.

19   New postings by other people pushed his post 

down the list.

20 His heart began to sink.

21 “What’s wrong with my posting?

22 Is my bike not attractive enough?”

23   He searched on the Internet for tips on how to sell 

online.

24 Then he realized what he had done wrong.

25 He had been too hasty and too greedy.

26   He had not given enough information to the 

possible buyers.

27   Also, when compared to other bicycles, his price 

was too high.

28   He wrote a new posting with a longer description 

of the bike.

29   He added more photos to show his bike from 

different angles.

30   “Twenty-four inch bicycle. Excellent condition. 

Always kept indoors. Rides just like new. Very few 

scratches. Good for someone 12-14 years old. 

80,000 won.”

31 This time he got several texts.

32 Sadly, they all asked for a lower price.

16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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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t was hard to accept at first, but finally he sold his 

bike for 70,000 won.

34   He met the buyer, handed over his bike, and got 

the money he needed.

35 Now he could get a new bike.

36 He felt both happy and sad.

37   He was sad to see his old bike go, but he was 

happy with himself because he had learned a lot 

and grown up a bit through the experience.

01 ① 02 ④ 03 ② 04 ⑤ 

05 existing → possible 

06 when his price was compared to other bicycles 

07 ④ 

08 (A) lower (B) both happy and sad (C) go 

09 ③ 

10   Because he had learned a lot and grown up a bit 

through the experience.

11 ③ 12 ⑤ 13 my old bike 

14 (A) hasty (B) greedy 

15 ⑤번, scratch → scratches 

16 ④ 17 ③ 18 ①, ④, ⑤ 19 ② 

20 ⑤ 21 got the money that[which] he needed

22 ①

p.88~91

01  ⓐ for: ~에게, ⓑ in his savings account: 그의 예금 계좌에
02  ④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에 주목한다. 주어진 문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므로 ④번이 적절하다.

03  세윤이는 자신의 자전거를 좋아한다. be tired of: 싫증이 나다
04  (B)는 (C)에서 올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답이 오기를 기다리
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C) 다음에 (B)가 이어지고 (A)는 
(B)의 마지막 문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므로 (B) 다음에 
(A)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C)-(B)-(A)의 순서가 적절하다.

05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해야 하므로, ‘existing’을 ‘possible’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existing: 기존의

06  ‘when compared to other bicycles’는 ‘when his price 
was compared to other bicycles,’에서 ‘주어+be동사’가 생
략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접속사
를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

07  이 글은 ‘세윤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충분한 정보를 주는 새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에 관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④번 ‘충분한 
정보를 주는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가 적절하다.

08  (A) 그들(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더 낮은’ 가격을 

요청했다고 해야 하므로 lower가 적절하다. 또한 ‘price’가 낮
다고 할 때는 cheap보다 low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felt
의 보어에 해당하므로 형용사 ‘both happy and sad’가 적절하
다. (C)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에 to부정사를 쓸 수 없고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써야 하므로 go가 적절하다.

09  ⓐ와 ②, ③, ⑤: 부사적 용법, ①: 명사적 용법, ④: 형용사적 
용법

10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
이다.

11  앞에  나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므로 
However가 가장 적절하다. ① 즉[말하자면], ② 게다가, 더욱
이, ④ 그러므로

12  (A)와 ⑤: 앞에 이미 언급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람·사
물을 가리킬 때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씀(대명사), ① 같
은, 한(형용사), ② (특정한 사람·물건 중의) 하나(대명사), ③ 
[총칭 인칭으로서; 복수형 없음] (일반적으로) 사람(대명사), ④ 
[another, the other와 대조적으로] 한쪽의, 한편의(형용사)

13  ‘내 오래된 자전거’를 가리킨다.
14  각각 ‘형용사’ 형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 few ’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를  써야  하므로 , 
‘scratche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6  ‘세윤이가 왜 자전거를 항상 실내에 보관했는지’는 대답할 수 없
다. ① He was too hasty and too greedy and didn’t give 
enough information to the possible buyers. ② No, it 
was too high. ③ He added more photos to show his 
bike from different angles. ⑤ He recommended his 
bike to someone 12-14 years old.

17  ⓐ in excellent condition: 훌륭한 상태의, ⓑ by: ~가 한
[쓴/만든 등](행위자, 창작자, 유발자 등을 나타냄)

18   (A)와 ①, ④, ⑤: 현재분사, ②, ③ : 동명사
19  이 글은 ‘자전거를 팔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한 후 그 돈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한 자전거에 대해 생각하며 신이 났지만,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새 게시물이 그의 
게시물을 리스트에서 밀어내어 실망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어
울리는 속담으로는 ②번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가 적절하다.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낫다], ③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라(기회를 놓치지 말
라는 뜻),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어떤 일에 관
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을 망친다는 뜻). ⑤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

20  ⓐ ask for: ~을 요구하다, ⓑ for: [교환] ~와 교환으로; ~에 
대하여; ~의 금액[값]으로

21   ‘the money’와 ‘he needed’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었다.

22   ‘이번에 세윤이가 얼마나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대답
할 수 없다. ② They all asked for a lower price. ③ N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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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one 

02 My old bike is almost as good as a new one. 

03 (A) too small (B) new

04 (A) Used (B) riding (C) minutes

05 one hundred thousand 

06   as[while] he thought about the bike he planned 

to buy

07 hits

08   ⓐ met ⓑ handed ⓒ got

09 several texts

10   He felt both happy and sad.

11 had done

12 he should

13   (A) longer description (B) more photos

p.92~93

01   앞에 이미 언급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람·사물을 가리킬 
때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는 부정대명사 one이 적절하
다. ⓐ와 ⓑ 둘 다 bike를 대신한 것이다.

02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와 같은 정도로, ~와 마찬가지로
(as ... as ~에서, 앞의 as는 지시부사, 뒤의 as는 접속사)

03  세윤이의 자전거는 그에게 ‘너무 작아져서’, 그는 그것을 팔고 
‘새’것을 사기 위한 돈에 보탤 계획이다.

04  (A) ‘중고’ 자전거라고 해야 하므로 Used가 적절하다. (B) 지
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이므로 현재분사 riding이 적절하
다. (C) 몇 분‘마다’라고 해야 하므로 minutes가 적절하다. 
every+기수+복수명사: ~마다

05   천의 자리에 thousand를 붙여 읽고, 콤마를 기준으로 끊어 읽
는 것이 적절하다.

06   ‘thinking about ~’은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접
속사 as나 while 등을 사용해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07   hit: 인터넷 등에서의 사이트 방문, 검색 결과
08   문장의 동사가 ‘A, B, and C’의 병렬 구조로 연결되도록 과거
형 ‘met,’ ‘handed,’ ‘got’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가리킨다.
10 그는 기쁘고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11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
는 과거완료 시제(‘had done’)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의문사+to부정사’는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으로 바
꿔 쓸 수 있다.

13  세윤이는 자신의 자전거에 대한 ‘더 긴 묘사’가 있는 새 게시물을 

01 hurried 02 ④ 03 ⑤ 04 ③ 

05 ⑴   Emily gained valuable experience while 

working on the project.

 ⑵   Some kinds of plants can be grown indoors.

 ⑶   All planes are being inspected for possible 

cracking.

06 ⑴   We would like to recommend you to book your 

flight early.

 ⑵   Hackers can steal the valuable information 

stored in the device.

 ⑶   The novelist is well-known for her powers of 

description.

07 ② 08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at it? 

09 ⑤ 10 (C) - (D) - (B) - (A) 

11 ①, ⑤ 12 twice as big as 13 ②

14   Scientists had not been able to predict this 

disaster.

15 as soon as I can 16 run

17 ⑴ is not so[as] brave as 

 ⑵ is not so[as] cold as

 ⑶ as economically as

 ⑷ is four times as expensive as

 ⑸ is twice[two times] as heavy as

 ⑹ doesn’t get up as early as

18 ② 19 ④

20 Every few minutes he checked the number of hits.

21 ③ 22 ③ 23 ③ 24 ⑤

25 eighty thousand 26 to buy 

27 (A) on sale (B) bigger

p.95~99

01  maybe(아마도)와 probably(아마도)는 유의어 관계이다. 따
라서 hasty(성급한)와 유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hurried(서
두르는)이다.

02  ‘좋은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라는 영영풀이는 ④
expectation(기대)이다.

03   ⑤ ‘나는 내 오빠의 결정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느낀다.’라는 
문장에서 comment는 ‘언급’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언
급하다, 논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4  주어진 문장에서 reply는 ‘답장, 답신’이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
다. ③ 당신은 7일 내에 답신을 받게 될 것이다(You should 
receive a reply within seven days.)에서 역시 reply는 ‘대
답, 회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was hard to accept at first. ④ He earned 70,000 won. 
⑤ No, he met the buyer directly and handed over his 
bike.

작성했고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18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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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experience 경험; 경험하다 / valuable 귀중한, 값진 (2) 
indoors 실내에서 / grow 기르다 (3) possible 발생 가능한, 
있을 수 있는 / inspect 조사하다, 검사하다

06  (1) recommend 추천하다 (2) steal 훔치다 (3) description 
묘사

07   ② (A)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을 의미하는 
현재완료진행형이므로 ‘have been ~ing’으로 쓴다. (B) 현재 
사실에 대한 단순한 조건문이므로 현재형인 want가 들어가는 것
이 적절하다. (C) 과거 또는 현재에 경험한 일에 대한 일을 의미
하는 현재완료형의 경험 용법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thought
가 적절하다.

08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 ‘Do you mind if I~?’가 사
용된 문장으로, “Would you mind if I ~?”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09  ⑤ ‘Ben과 Dana가 찾은 만화책은 Dana의 책보다 더 저렴하
지 않다.’는 말은 위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10  M이 무엇을 도와줄까요?라고 물었으므로 (C)에서 은행 계좌를 
열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되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러면 은행원이 (D)에서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한 양식을 작성하라
고 요청하고 (B)에서는 작성하기 위해 펜을 빌리려는 질문을 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서 펜을 써도 된
다는 승낙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11   윤지는 내 빨대보다 3배 더 긴 빨대를 갖고 있었다. 배수사+as 
원급 as+비교 대상

12  배수사 as 원급 as

13  ② 빵집에 갔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는 다 팔
리고 없었다. 초콜릿이 다 팔린 상황은 내가 빵집에 갔을 때보다 
먼저 일어난 상황이므로 과거완료 had sold out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내 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영화는 시작했다. ③ 내 
손은 얼음같이 차다. ④ 나는 전에 감자를 심어 본 적이 없었다. 
⑤ 그는 잃어버린 용돈을 찾아서 매우 기뻤다.

14  had not p.p. 재앙이 발생한 원인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이므
로 과거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5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16  어순대로 영작하면, The robber had run away before the 
police arrived.

17  (1), (2) be동사가 쓰인 동등비교 문장의 부정은 ‘be동사+부정
어+so(또는 as)+원급+as’ (3) 일반동사 do를 수식해 줄 수 있
는 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as economically a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5)는 ‘배수사+as+원급+as’ (6) 일반동사가 쓰
인 동등비교 문장의 현재형 부정은 ‘don’t[doesn’t]+동사+as+
원급+as’로 쓰고 일반동사 get up을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 
early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와 ②: 결과 용법, ①과 ④: 완료 용법, ③ 계속 용법, ⑤ 경
험 용법

01 ④ 02 ⑴ passed ⑵ contact ⑶ shiny 

⑷ sell 03 ⓑ gone → been 

04 No, I’ve never been there.

05 금요일 대신 토요일에 인사동에 같이 방문하는 것 

06 What about going with me next Saturday then?

07 ② 08 ⑴ as ⑵ had 

09 The actress is not as[so] famous as IU.

10 ③

11 ⑴   Are you looking for a place as large as your 

office?

 ⑵   I had never met such a beautiful girl before I 

met Somin.

 ⑶   I fought with my sister when I found that she 

had made my clothes dirty.

12 I’m not as[so] tall as my elder brother. 13 ①

14 She screamed as loudly as she could.

15 ① 16 ②, ⑤ 17 ③ 18 ③ 

19   He wrote a new posting with a longer description 

of the bike.

20 ④  21 ②, ⑤

22   Because he has grown more than 10 cm this 

year, so it’s too small for him now.

p.100~103

19  ‘세윤이가 새 자전거를 사기 위해 얼마를 보태야 하는 지’는 대
답할 수 없다. ① He rides his bike to school every day. 
② No, he doesn’t. ③ His old bike is almost as good 
as a new one. ⑤ He can add money by selling his old 
bike.

20  every+기수+복수명사: ~마다

21  이 글은 ‘자전거를 팔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한 후 그 돈으로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한 자전거에 대해 생각하며 신이 났지만,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새 게시물이 그의 
게시물을 리스트에서 밀어내어 실망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
목으로는 ③번 ‘성과 없는 온라인 광고’가 적절하다. fruitless: 
성과[결실] 없는

22   ③ cannot wait to+동사원형: ~이 기대된다, 몹시 기다려진다

23  주어진 문장의 Then에 주목한다. ③번 앞 문장의 내용에 이어
지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므로 ③번이 적절하다.

24   ‘판매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만, ‘구매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5   천의 자리에 thousand를 붙여 읽고, 콤마를 기준으로 끊어 읽
는 것이 적절하다.

26   advise는 목적격보어에 to부정사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7  (A) ‘할인 중인’ 물건만큼 값이 싸다. (B) 당신이 보통 사는 것
보다 ‘더 큰’ 사이즈를 사는 편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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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물들을 행하거나 보거나 느낌으로써 오는 지식이나 기술을 
얻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영영풀이는 ④experience(경험)
를 가리킨다.

02  (1) pass (시간이) 지나가다, 흐르다 (2) contact 접촉, 연락 
(3) shiny 빛나는 (4) sell 팔다

03  어디에 가 본 적이 있냐고 물을 때는 ‘Have you gone to ~?’
가 아니라 ‘Have you been to ~?라고 묻는다. 따라서 ⓑ
gone을 been으로 고쳐야 한다.

04  상대방이 Have you been to ~? 라고 물었으므로, 이에 대해 
대답할 때는 ‘Yes, I have.’ 또는 ‘No, I haven’t.’라고 대답한
다. 이때, never를 써서 ‘No, I have never been there.’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05  ‘그것은 난 좋아’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선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이 인사동을 방문하는 계획을 이야
기하다가 B가 ‘금요일 오후 대신 토요일은 어때?’라고 물었다. 
따라서 (B)That이 가리키는 것은 ‘금요일 대신 토요일에 인사
동을 같이 방문하는 것’이다.

06   ‘~하는 건 어때?’라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What 
about ~?’ 외에 ‘How about ~?’, ‘Why don’t we ~?’ 등이 
있다.

07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주에 가고 싶었던 게임 엑스포에 친
구와 같이 가게 되었으므로 ② excited(흥분된, 신난)가 가장 
적절하다.

08  (1) 그는 그녀만큼 친절하지 않다. (2) 우리가 어젯밤에 집에 도
착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이웃집에 침입했던 것을 보았다.

09  동등비교의 부정문 표현이다.

10  ③ 가능한 한 치즈케이크를 작게 만들어 주세요. Make의 주어
는 you이므로 she를 you로 고쳐주는 것이 적절하다. ① Ted
는 꼬챙이처럼 말랐다. ② 초가을인데도 날씨가 한여름처럼 더
웠다. ④ 나는 가능한 한 친절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11  (1) 비교 대상 as 원급 as 비교 대상 (2) had+부정어+p.p.

12  비교 대상 부정어 as(so) 원급 as 비교 대상

13  ‘…만큼 ~하지 않다’라는 표현의 동등 비교는 ‘not so[as] 원급 
as’로 쓴다. 그녀가 겉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 사실상 젊지는 않
다는 의미이므로 ①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4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비명을 지른 것이므로 She screamed 
as loudly as she could.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①번 다음 문장의 내용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
는 것이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16  ⓐ와 ②, ⑤: 재귀 용법, ①, ③, ⑤: 강조 용법

17   전반부의 ‘He was excited, thinking about the bike he 
planned to buy.’를 통해 ‘excited’를, 하반부의 ‘His heart 

began to sink.’를 통해 ‘disappointed’를 찾을 수 있다. ① 
amazed: 놀란, ③ disappointed: 실망한, ④ bored: 지루한,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18   ⓐ와 ③: 대과거 용법, ① 경험 용법, ②와 ⑤: 완료 용법, ④ 
계속 용법

19  ‘with a longer description of the bike’가 ‘a new posting’을 
뒤에서 꾸며주도록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다른 자전거들과 비교했을 때 세윤이의 가격은 ‘너무 높았다.’

21  ⓐ와  ②와  ⑤ :  간접의문문을  이끌어  ~인지  (아닌지 ) 
(whether), ①, ③, ④: 만약

22  그는 올해 키가 10 cm 이상 커져서, 이제 그의 자전거는 그에게 
너무 작기 때문이다.

01 It comes from Japan.

02 No, she can’t. She lost contact with her.

03   Because they can’t take their drinks inside.

04   He suggested her to finish their drinks first to go 

inside.

05   ⑴ A bird had flown ⑵ he had seen her 

⑶ Jay had writtenfive symphonies  

⑷ I had heard ⑸ had fought

06 ⑴ Cats sleep twice as much as people.

 ⑵   My school has five times as many computers 

as your school.

07 Is the full moon twice as bright as the half moon?

08 ⑴   people who have a lot of friends, those with 

only a few friends

 ⑵   are twice as happy as

09 as smooth as

10   He was excited, thinking about the bike he 

planned to buy.

11   (A) hits (B) new postings

p.104~105

01   ‘그 장난감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G의 말
에서 찾을 수 있다. G에 따르면 친구가 일본에 갔을 때 사다
준 것(“My friend bought it for me when she went to 
Japan.”)이라고 말했다.

03   왜 B와 G가 상점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B의 말에 나와 있다. 음료를 내부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Wait, I’m afraid we can’t take our drinks inside.”).

04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 B가 G에게 무엇을 제안했나?’라는 질문
에 대한 답은 대화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B는 음료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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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02 ④ 03 ⑴ plan to ⑵ The 

number of ⑶ handed over ⑷ compared to

04 Do you mind if I use your pen? 

05 G visited the bank to open a bank account.

06 ③ 07 the sneakers 08 ④, ⑤ 

09 (B)-(A)-(C) 10 ② 

11 They are going to Insa-dong on Saturday.

12 traditional 13 ① 

14 ⑴ 없음 ⑵ saw → seen 15 ⑤ 16 ⑤

17   She was satisfied to find that they had 

followedher advice.

18 ① 19 You’re as beautiful as ever. 

20 They told me informally that I had got the job.

21 ①, ③, ④ 22 (A) taller and stronger (B) too small

23 ⑤ 24 ③ 25 ④ 26 ⑤ 

27 ① 28 ②

p.107~111

|모범답안| 

01   (A) are looking for 

(B) has a really wonderful camera 

(C) be twice as good as  

(D) endures three times as much as

02 ⑴ Do you mind if / Would you mind if

 ⑵ I’m sorry, but I’m afraid you can’t.

03   (A) swimming suit (B) beautiful 

(C) cheap (D) bigger size (E) too small

p.106

02  “Do you mind if I ~?”에서 ‘mind’는 ‘~하기를 꺼려하다, 언
짢아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Yes, I do.”라고 답하면 꺼려한
다는 의미이므로 상대방의 요청에 거절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보통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인 ‘I’m sorry but 
I’m afraid I can’t.’를 사용한다. 반면 “No, I don’t.” “Not 
at all.”이라고 답하면 상대방의 요청을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다 마시자고 (“Let’s finish our drinks first. Then we can 
go inside.”) 제안했다.

05   과거완료는 ‘had+p.p.’로 쓴다.

06  비교 대상+배수사+as+원급+as+비교 대상. (1) 일반동사인 
sleep을 수식해 주어야 하므로 원급에 much가 오는 것이 적절
하다. (2) 비교 대상은 나의 학교와 네 학교에 있는 컴퓨터이므
로 my school과 your school로 쓰는 것이 적절하고 5배나 많
다는 표현은 five times as many computers a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컴퓨터는 셀 수 있으므로 many로 쓴다.

07  ‘배수사+as+원급+as’ 표현을 활용한 의문문으로 비교 대상은 
the full moon과 the half moon이다. 평서문으로 쓰면, The 
full moon is twice as bright as the half moon.이므로 의문
문으로 쓸 때는 be동사와 주어를 도치시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적은 사람들보다 두 배나 행
복하다.

09   비교 대상 as 원급 as 비교 대상

10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thinking about ~’으로 쓰는 것
이 적절하다.

11  그는 자신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답이 오기를 갈망했고, 처음
에는 ‘조회 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그는 문자를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의 ‘새 게시물’이 그의 게시물을 리스트에서 밀어냈다.

01  ‘무언가를 찾기 위해 주의 깊게 어느 곳을 찾다’는 뜻을 가진 영

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① search(찾다, 검색하다)이다.

02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지만, ④ greedy와 avaricious는 

둘 다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을 갖는 동의어이다.

03   (1) plan to ~을 계획하다 (2) the number of ~의 숫자, 수 (3) 

hand over 넘겨주다 (4) compared to ~에 비해

04  ‘제가 펜을 사용해도 될까요?’라는 표현은 ‘Do you mind if I 

use your pen?’ 이외에도 더 정중한 표현으로 ‘Would you 

mind if I use your pen?’으로 대체할 수 있다.

05  위 대화 초반에 G가 은행 계좌를 열고 싶다고 언급했다.

06  위 대화 초반에 ③ 운동화를 반품하기 위해서(To return the 

sneakers)라고 언급되어 있다.

07   인칭대명사 them은 the sneakers(운동화)를 가리킨다.

08  ④와 ⑤는 다른 표현들처럼 대화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이 아니다.

09  주어진 대화에서 G는 자켓이 마음에 들어 상점에 들어가 보자

고 제안한다. 그러나 (B)에서 음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A)에서 음료수를 아직 다 마

시지 않았다고 말하자 (C)에서 우선 음료수를 다 마시고 그 다

음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

럽다.

10  주어진 문장은 ‘거기에는 많은 한국 전통 물건들이 있어.’라는 뜻

의 문장이다. 따라서 인사동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오는 것이 가

장 적절하다.

11  대화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B와 G는 토요일에 인사동에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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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했다.

12  ‘변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해 온 관습이나 믿음, 방법 등

에  속하거나  그것을  따르는’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은 

traditional(전통적인)이다.

13   주어진 문장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문장으로 ①허락

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14  (1) Jane은 그녀의 오빠만큼 창의적이지 않다. (2) 그는 몇 주 내

에 좋은 영화를 본적이 없다. 과거완료는 had+p.p.로 표현한다.

15  성 바실리크 성당은 붉은 광장과 크렘린 궁 만큼 ~하다. 빈칸에

는 형용사가 올 자리이므로 명사인 popularity는 부적절하다.

16  ⑤ 생선 가게에 갔을 때, 고양이는 생선을 훔쳐갔다. 내가 과거

에 생선 가게에 갔을 때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간 것이므로 stole 

또는 had stole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연속 적으로 3년

간 약 8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② 그녀

는 파리에 가기 전에 결코 불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다. ③ 그는 

그 땅을 두고 당국과 여러 해 동안 오랜 싸움을 벌였다. ④ 꽃 가

게에 갔을 때, 한 남자가 모든 꽃을 다 샀다.

17   그들이 그녀의 충고를 따른 것이 더 앞선 상황이므로 that 뒤는 

과거완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먹었다. as+원급+as. 먹는 것은 양을 

나타내므로 원급에 much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19   ‘as+원급+as’ 동등 비교 문장. be동사의 보어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용사 beautiful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20  그들이 말해주는 시점보다 내가 취직이 된 시점이 더 앞선 시제

이므로 과거완료로 나타낸다.

21  ⓐ와 ②, ⑤: 부사적 용법, ①, ④: 명사적 용법, ③: 형용사적 

용법

22  그는 올해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세졌고’, 그의 자전거는 그에게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다.

23  finally / eventually / at last / in the end / in the long 

run: 마침내, ⑤ to the end: 마지막까지

24  ③ ‘세윤이가 하루에 몇 개의 조회를 기록했는지’는 대답

할 수 없다. ① He took a photo of his bike with his 

smartphone. ② 100,000 won. ④ No, he didn’t. ⑤ 

New postings by other people did.

25  ⓐ search on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하다, ⓑ tips on 

~: ~에 대한 조언

26  그가 자신의 자전거에 대한 긴 묘사가 있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한 일이었다. ② reasonable: 타당한, 

사리에 맞는, ③ insufficient: 불충분한

27  주어진 문장의 they에 주목한다. ①번 앞 문장의 several texts

를 받고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28  처음에 세윤이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

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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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reful(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세심한)과 cautious(조심성 
있는)는 동의어 관계이다. 따라서 helpful(유용한, 도움이 되
는)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useful(도움이 되는)이다.

02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
을 하는 것을 막다’는 뜻을 가진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④ 
prevent(막다)이다.

03   ① repair는 ‘수리하다’라는 동사적 의미가 아닌 ‘수리’라는 명사
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04   ‘직원들은 비상사태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파일
럿은 어쩔 수 없이 비상 착륙을 해야 했다.’라는 문장에서 공통
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⑤ emergency(비상 상황, 비상 
사태)이다.

05   (1) pass through ~을 지나가다 (2) cause death 죽음을 야
기하다 (3) think about ~에 대해 생각하다

06   (A) look out 밖을 내다보다 / let out 내보내다 (B) build up 
점점 커지다 / be made up of ~로 구성되다

Small Ideas, Big 
Differences

7

01 useful 02 ④ 03 ① 04 ⑤

05   ⑴ pass through ⑵ cause death ⑶ think about

06 ②

p.116

01   death(죽음 )와  b i r th(탄생 )는  반의어  관계이다 .  따라
서  necessary(필수적인)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unnecessary(불필요한, 쓸데없는)이다.

pp.8~12

01 unnecessary 02 notice 

03 ⑴ pane ⑵ hill ⑶ twist

04 ⑴ Surprisingly ⑵ recently ⑶ carefully

05   ⑴   The well-finished roof should be weatherproof 

for years.

 ⑵ How quickly can you prepare the paperwork?

 ⑶   He drew a circle in the sand with a stick.

06 ⑴   His face was reflected in the mirror.

 ⑵ I had a sore throat and it hurt to swallow.

 ⑶   Be careful not to hurt yourself with the steam.

p.117

Listen and Speak 1 Listen

1.   picture, those / invented

2. why, front / repaired

3.   what, looked / like

4.   wonder, tried / tested

Listen and Speak 1 A-1

invention, cook, electricity / possible, works / 

sunlight / helpful

Listen and Speak 1 A-2

heard, shaped, Most, tall, wondering, moved, 

searched, learned, ropes, amazing

Listen and Speak 1 B-1

who / invented

Listen and Speak 1 B-2

looked / model, like

Listen and Speak 1 B-3

wonder, country / from

Listen and Speak 2 Listen

1.   What / Let, Maybe

p.123~125

p.118~119

1 I wonder what the first plane looked like. 

2 ⑤

p.120

1 T 2 T 3 F 4 T

   

02     ‘알게 되다’라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는 ‘notice’(알아채다, 의
식하다)이다.

03    (1) pane 판유리 (2) hill 언덕, 산 (3) twist 돌리다
04    (1) surprisingly 놀랍게도 (2) recently 최근에 (3) 

carefully 조심스럽게
05     (1) roof 지붕 (2) quickly 빨리 (3) stick 막대기
06   (1) mirror 거울 (2) swallow 삼키다 (3) steam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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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float / pushes

3.   move / see, with

4.   pictures

Listen & Speak 2 A-1

Look, quickly / pass, increases / Let, step, made / 

amazing

Listen & Speak 2 A-2

field, Invention / creative / excited, planning / Good, 

museum / started

Listen & Speak 2 B-1

What / play

Listen & Speak 2 B-2

with / see, from

Listen & Speak 2 B-3

What / send

Real-Life Zone

these / why, holes / think, maybe, look / possible, 

must, reasons / look, what / says during, through, 

thin / crispy, why

Wrap Up 1-2

what, going / sounds, that, Saturdays, what / 

advertisement, Here / say / says / both, fantastic / 

what

Wrap Up 3~4

competition / sounds / enter, ideas / when / from / 

wonder, have / talk, science

01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I wonder ~.” 또는 “I am 
wondering ~.”, ‘I was wondering ~.”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라는 목적어는 의문사 how를 이
용한 간접의문문을 사용해서 만든다.

02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태양광을 사용하는 건 위 대화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the invention’(그 발명품)이다.

03   “Let me see.”는 ‘잠깐만.’, ‘어디 보자.’의 뜻으로 어떤 것을 기
억해 내거나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표
현이다. 같은 표현인 “Let me think.”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04   위 대화의 후반에서 사람들이 바닥을 밟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진
다고 언급되어 있다.

01 I wonder how it works. 

02 The invention 03 ⑤ 

04 It is made when people step on the floor.

시험대비 기본평가 p.126

01 ⓑthinking → think 02 ① 03 steam 

04 ② 05 I wonder what they are. 06 ③ 

07 ③ 08 ② 09 ⑤ 10 ②, ⑤ 

11 ④

p.127~128

01  동사 let은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따라서 ⓑthinking
을 think로 고쳐야 한다.

02  빈칸이 포함된 문장 모두 의문사가 포함된 간접의문문이 쓰였
다. 대화의 문맥상 (A) ’무엇을 말하는지(what it says)와 (B) 
‘그것들이 구멍을 가진 이유’(why they have holes)가 들어가
는 것이 적절하다.

03  ‘물이 끓을 때 만들어지는 뜨거운 가스’는 ‘steam’(수증기)을 의
미한다.

04  ‘여기 있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 혹은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대화에
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신문에 있는 광고를 찾았다고 
말하는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05   대화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I wonder ~.” 또는 “I 
am wondering ~.”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때 ‘그 프로
그램들이 무엇인지’라는 목적어는 의문사 what와 대명사 they
를 이용해 what they are로 쓸 수 있다.

06  ③ ‘토요일마다 몇 번 씩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가’는 위 대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07  (A) 현재완료 구문으로 과거분사가 쓰여야 한다. (B) most는 
일반적인 것을, most of는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C) 문맥상 가장 큰 Moai는 높이가 20미터라는 문장이 되어야 
적절하다. 따라서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 쓰여야 한다.

08   ② ‘가장 큰 모아이는 높이가 20미터’라고 언급되어 있다.
09  ⑤의 대화에서 A가 최초의 비행기가 어디서 비행을 시도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는데, 이에 B는 실험 비행을 100년 전에 했
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B의 대답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0  ② 누가 그들과 같이 현장 학습을 가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
며, ⑤ ‘현장 학습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11  대화 후반에 G가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고 B가 승
낙했으므로 ④ ‘현장 학습 계획 세우기’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pp.8~12

01 (A) when (B) what 

02 He has to talk to Mr. Harrison.

03 (B) - (C) - (A)

04 It employs sunlight to cook food.

05   I was wondering how people moved them long 

ago.

06 search

p.129

24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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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 대화의 문맥상, (A) 대회가 언제인지(when), (B)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what)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가
야 한다.

02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B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G의 마지막 
말에 언급되어 있다.

03   전기를 쓰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발명품에 대해 소
개하고 있는 B의 말에 상대방은 (B)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고 어
떻게 작동하는지 되묻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C) 태양광을 이
용해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자 (A) 캠핑을 갈 때 정말 유
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04   위 대화의 (C)에서 나와 있듯이, 그 발명품은 전기 없이 태양광을 
이용해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한다. employ: 사용하다, 쓰다

05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I wonder ~.” 또는 “I am 
wondering ~.”, ‘I was wondering ~.”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는 의문사 how를 이용한 목적어 
‘how people moved them long ago’라고 나열할 수 있다.

06   ‘무언가를 찾기 위해 주의 깊게 어느 곳을 찾다’라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는 search(찾다, 검색하다)이다.

07   위 글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이, 모아이를 만들기 위해 밧줄
을 이용했다. by -ing: ~을 함으로써

p.130~131

1 ⑴ got ⑵ would 2   ⑴ so ⑵ that

01 ⑴ has → had ⑵ will → would

 ⑶ what → that ⑷ can’t → can 

02 ⑴ Jack is so tall that he can touch the ceiling.

 ⑵   We worked hard so that everything would be 

ready in time.

 ⑶ I got up early so that I could catch the first bus.

 ⑷ She works so hard that she deserves a vacation.

03 ⑴ If I had longer arms, I could grab that apple.

 ⑵   If I were[was] in the UK,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시험대비 기본평가 p.132

01 could gone → could have gone 

02   As he is not rich, he does not buy that car.

03 Sit a little closer so that we can have a talk.

04 ① 05 ② 06 ① 07 would 

08 ③ 09 ④ 10 ② 11 ① 

12 ① 

13 She folded her arms as if she was[were] cold. 

14 ⑤ 15 ②, ④ 16 so as to

17 I got up early in order not to miss the first train. 

18 ⑴ exercised ⑵ were ⑶ had 19 ⑤

p.133~135

01   •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너랑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정할 때 쓰
고 ‘If S had p.p. ~, S would/should/could/might have 
p.p.’이므로 could gone을 could have gone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만약 그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 텐데. 보기의 문장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부자가 아니어서 그 차를 사지 않는 
것이므로 As를 활용하여 현재시제로 동사를 써야 한다.

03  ‘so that ~ can’을 활용한 명령문으로 주절 내용은 ‘좀 더 가까
이 앉아라.’이고 부사절은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04   나는 그녀가 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나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so that ~ can은 in order that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으므로 
①처럼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②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법 
01   (1) 가정법 과거.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일 

07 They moved the stones by using ropes. 때 사용한다. 현재 그녀는 네 것과 같은 예쁜 드레스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has를 ha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 가정법 과거. 현재 나는 대통령이 아닌 상황을 묘사하고 있
으며 주절의 will을 woul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 ‘~하
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so that S 조동사’를 사용하
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4) 의미상 실수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것이므로 
can’t를 ca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1)과 (4)는 ‘so 형/부 that S V의 구문이다. (2)와 (3)은 ’S V 
so that S V‘로 ‘so that S V’는 ‘~하기 위해서, ~하도록’으로 
해석한다.

03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때 사용하며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might 동사원형’
이다. (1) If 절의 동사는 had로 쓰는 것이 적절하고 주절에는 
could grab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의 경우 가정법 과거
에서 be동사의 과거형은 were로 쓰며 구어체에서는 was도 가
능하다. 그러므로 If 절의 동사는 were 또는 was로 쓰고 주절
은 could speak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중3 시사(송) 7과_정답_최종.indd   25 2020-09-07   오후 12:30:02



과거완료이므로 would not have done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① Peter가 Karen에게 데이트 신청하면, 그녀가 승낙할 것이
다. ③ 내가 백만 달러가 있다면, 나는 헬리콥터를 살 수 있을 텐
데. ④ Diane이 지금 여기 있다면, 그녀는 동의할 텐데. ⑤ 내
가 아프지 않다면, 나는 파티에 갈 수 있을 텐데.

06  •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너에게 말할 텐데. 가정법 과거 문장
으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might 
동사원형 ~’으로 쓰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07  • 내가 너라면, 나는 거기에 혼자 가지 않을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이나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며 빈
칸에는 woul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③ 우리는 재충전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 5개 문장 모두 빈칸 
뒤를 ‘~하기 위해’로 해석한다. 하지만 ③은 to나 in order[so 
as] to가 들어가고 나머지 4개 문장은 so that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답은 ③이다. ① 다음 학기에 전액 장학금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② 내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돌려주세요. 
④ 자세히 좀 보게 그를 앞으로 데려와 주세요. ⑤ 그는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09  날씨가 좋다면 소풍을 갈 텐데.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might 동사원형 ~’
으로 쓰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가정법 과거에 맞춰 ④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in order to, in order that’을 쓸 수 있다. ③
은 빈칸에 that이 오면 빈칸 뒤에 ‘S+V’가 나와야 하므로 ②번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내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주겠습니까?’의 의미로 ‘so that 
I can pass’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빈칸에 so that ~ 
can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2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 S would/
should/could/might 동사원형 ~’으로 쓰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므로 ①처럼 쓰는 것
이 적절하다.

13   as if를 활용한 가정법 과거 표현으로 주절의 시제에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표현할 때 쓴다. ‘as if S be동사’에서 be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was나 were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She folded her arms as if she was(또는 were)로 쓰는 것
이 적절하다.

14    ⑤ 그녀는 마치 그녀가 날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S V as if 가
정법 과거’로 써야 하므로 ‘She felt as if she were flying.’
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녀는 마치 여왕인 듯이 말했
다.(as if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의 가
정) ② 그녀는 몇 주 동안 굶었다는 듯이 다 먹어치웠다.(as if 가
정법 과거.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의 가정) ③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과 반

pp.8~12

01   If I knew his phone number, I would call him.

02 as if I were[was] her younger brother

03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so as to stay 

healthy. /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in 

order to stay healthy. /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in order that she can[may] stay healthy.

04 If she studied harder, she could pass the test.

05   If she felt well, she would visit her friend’s house.

06 so as to 07 so that

08   In order not to oversleep, I set the alarm for six 

o’clock.

09   They took a taxi not to waste time. / They took a 

taxi in order not to waste time. / They took a taxi 

so as not to waste time.

10   If Bob worked in the team, he wouldn’t be so 

stressed.

11   ⑴ I would call for help ⑵ If I had a boat  

⑶ it would have reached Mars  

⑷ If I were[was] a bird

12   If I didn’t have any classes today, I would go to  

p.136~137

대되는 일이나 상황의 가정) ④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봤던 것
처럼 보인다.(as if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의 가정)

15   • 그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잤다. ‘S V 
so that S V’는 ‘S V in order that S V’와 ‘S V in order to
부정사’와 같은 뜻을 지니므로 ②와 ④처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6  우리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일찍 갔다. ‘~하기 위해’라는 표
현으로 ‘so that S V’,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
형’ 등이 있는데 괄호에 so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고 빈칸 뒤에 동
사원형이 있기 때문에 ‘so as to’가 빈칸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17   괄호 안에 주어진 in order to를 이용하여 ‘~하기 위해’를 부정
할 때 to 앞에 not을 써서 표현하므로 ‘I got up early in order 
not to miss the first train.’으로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18   어법에 맞게 배열하면 • If he exercised harder, he would 
be a good athlete. •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 If I had not been sick, I would have gone on a 
trip together yesterday.

19   • 그 때 그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
학했다. •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지난밤에 공부했다. 빈
칸 뒤의 내용은 ‘~하기 위해’로 해석 되므로 ‘so that S V’와 같
은 의미를 지닌 ‘in order to’, ‘in order that’, ‘so as to’ 등이 
올 수 있다. 빈칸 뒤에 바로 동사원형이 오기 때문에 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26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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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musement park.

13   ⑴ in order not to overcook ⑵ in order to have

01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
정할 때 사용하고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으로 쓴다.

02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의 남동생인 것처럼 나를 도와준다. 빈칸
이 속한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현재 사실에 대해 반대되
는 일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쓴다. 문제에서 as if를 활용하라
고 했으므로 ‘S V as if 가정법 과거’에 맞춰 쓰면 ‘as if I were 
her younger brother.’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 ‘~하기 위
해서’라는 표현은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 ‘in order 
to 동사원형’, ‘in order that S V’ 등이 있다.

04  •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한다. • 그녀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 만약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시험에 통과할 텐데. 가정
법 과거는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
might 동사원형’이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
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05   • 그녀는 그녀의 친구 집에 방문하고 싶지만, 그녀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주어진 문장은 친구 집에 방문하고 싶지만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 않는 것이므로 ‘If she felt well, she 
would visit her friend’s house.’라는 가정법 과거 문장을 쓰
는 것이 적절하다.

06  나는 그가 나에게 약간의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in order to’는 ‘in order that’, ‘so 
that’, ‘so as to’와 같고 빈칸 뒤에 know라는 동사가 있으므로 so 
as to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는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 나의 아기
는 너무 작게 태어나서 2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다. 첫 번
째 문장은 ‘S V ~ so that S V’로 so that 종속절 문장은 ‘~하
기 위해서’로 해석하고, 두 번째 문장은 ‘so 형용사 that S V’로 
‘너무 ~해서 …하다’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so와 that
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 나는 6시에 알람을 맞췄다. 주절의 행
동에 대한 목적의 의미를 지닌 ‘in order to 동사원형’은 주절
에서 ‘내’가 알람을 설정한 이유가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이므로 
‘In order not to oversleep’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하지 않기 위해’를 표현할 때 ‘to부정사’, ‘in order to’, ‘so 
as to’ 등을 쓸 수 있고 부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to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가정법 과거는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으로 쓰므로 ‘If Bob worked in the 
team, he wouldn’t be so stress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
정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1)은 ‘I would call you 
help’, (2)는 ‘If I had a boat’, (3)은 가정법 과거완료로 과

거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
다. ‘it would have reached Mars’, (4)는 ‘If I were(또는 
was) a bir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
정할 때 사용하며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으로 쓰므로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
여 ‘If I didn’t have any classes today, I would go to an 
amusement park.’로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in order to를 쓰고 부정의 경우 
to 앞에 not을 붙여 ‘in order not to 동사원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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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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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01 Hidden 02 have seen recently

03 good, bad 04 in your sock

05 for a button 06 everywhere 

07 so small 

08 well hidden, make your life safe 

09 Take 10 Look at 

11 a small hole 12 why it is there 

13 help save lives 14 put, in 

15 swallow them 16 stop their breathing 

17 putting a small hole 18 pass through 

19 play a helpful role 20 with a lid, noticed 

21 for safety 

22 When cooking, builds up 23 boil over 

24 keeps, from coming 25 Have, been 

26 Wasn’t it exciting 27 Surprisingly

28 are made up of 29 in the middle pane

30 balances 

31 Without, in an emergency 

32 prevents, from fogging up 33 that have 

34 why it is there 

35 to make your life safer

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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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idden Holes

  2   Think about a hole that you have seen recently.

  3   Was it a good hole or a bad hole?

  4   If it was a hole in your sock, it was bad.

  5   If it was a hole in your shirt for a button, it was 

good.

  6   There are holes everywhere.

  7   Some are so small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8   They are well hidden, but many of these small 

holes are very important and make your life safe.

  9   Take a pen.

10 Look at it carefully.

11 Do you see a small hole in the cap?

12 Do you know why it is there?

13 The hole in a pen cap can help save lives.

14   People, especially children, often put small things 

like pen caps in their mouths.

15 Sometimes they even swallow them.

16 This can stop their breathing and cause death.

17   A famous pen company started putting a small 

hole in their pen caps.

18   The hole in the cap lets air pass through and has 

saved lives.

19   If you look around, you will see other holes that 

play a helpful role in your life.

20   If you have ever cooked anything in a pot with a 

lid, perhaps you noticed a small hole in the lid.

21 This hole, too, is there for safety.

22   When cooking something in a pot with a lid, the 

pressure inside the pot builds up.

23   The water inside would quickly boil over if the lid 

did not have that hole.

24   The hole lets steam out and keeps the water from 

coming out.

25 Have you ever been on an airplane?

26   Wasn’t it exciting to look out the window and see 

the world below?

27   Surprisingly, there was a small hole in your 

window.

28 Airplane windows are made up of three panes.

29 There is a hole in the middle pane.

30 It balances the air pressure.

31   Without this little hole, airplane windows might 

break in an emergency.

32   The hole also prevents the window from fogging 

up so that you can enjoy that fantastic view.

33 There are many more products that have small  

p.142~143      hidden holes.

34   In the future, when you see a little hole in 

something, ask yourself why it is there.

35   Maybe it is the result of a careful design to make 

your life safer.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safety 08 ①, ⑤ 

09 ②, ③ 10 ④ 11 ①, ② 

12 will see → see 

13 (A) other (B) cooking (C) out 14 part 

15 ④ 16 ③ 

17 Some are so small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18 safely → safe 19 ⑤ 

20 ③ 21 ③ 22 ③ 

23 The hole in the middle pane

p.144~147

01  ④번 다음 문장의 Some에 주목한다. 주어진 문장의 holes 중
의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④번이 적절하다.

02  이 글은 ‘구멍은 어디에나 있고, 작고 숨겨져 있어도 많은 구멍
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번 ‘숨
겨진 그러나 중요한 구멍들’이 적절하다.

03  이 작은 구멍들 중 많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해 준다.’

04  ⑤는 ‘유명한 펜 회사’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아이들’을 가리
킨다.

05   sometimes = occasionally = once in a while = 
from time to time = (every) now and then: 가끔, ④ 
frequently: 자주, 흔히

06  이 글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종종 펜 뚜껑 같은 작은 것들을 
그들의 입에 넣고 삼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호흡을 막고 죽
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펜 뚜껑에 작은 구멍을 넣었고 그 
구멍은 공기를 통하게 해 주고 생명들을 구했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주제로는 ②번 ‘펜 뚜껑에 있는 구멍의 역할’이 적절하다.

07  safety: 안전(함), 당신이 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
08  (A)와 ①, ⑤: 관계대명사, ②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③ [수

량·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한정하여] 그만큼, 그렇게(so), 그 정
도로(부사), ④ [동격절을 이끌어] ~이라는, ~하다는(접속사)

09  keep/stop/prevent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① 
보호하다, ④ 부인하다 ⑤ 손상을 주다, 피해를 입히다

10   ⓐ와 ②: 경험 용법, ①과 ③ 완료 용법, ④ 계속 용법, ⑤ 결과 
용법

11  be made up of = be composed of = consist of: ~로 구성
되다, consist of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③ consist in: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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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④ deal with: ~을 다루다
12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will see를 see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  (A) ‘another+단수명사’이므로 other가 적절하다. (B) ‘when 

you cook ~’에서 주어가 일반인이므로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로 바꾼 분사구문이므로 cooking이 적절하다. (C) 냄비 안쪽
의 압력이 상승할 때 그 구멍이 수증기를 ‘나가게’ 해 주는 것이
므로 out이 적절하다.

14   play a role = play a part: 역할을 하다
15  ⓑ 냄비 ‘안쪽’의 압력이 상승한다고 해야 하므로 inside가 적

절하다. ⓒ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해야 하므로 
from이 적절하다. keep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16  (B)의 it이 주어진 글의 a small hole in the cap을 가리키므
로 제일 먼저 오고 (C)는 (B)의 예에 해당하므로 (B) 다음에 
(C)가 이어지고 (A)의 첫 문장은 (C)의 마지막 문장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C) 다음에 (A)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B)-(C)-
(A)의 순서가 적절하다.

17  so ... that: 너무 …해서 ~하다, ‘you’ 앞에 접속사 ‘that’을 생
략할 수 있다.

18   make의 목적격보어에 해당하므로 형용사 ‘safe’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9  ‘이 세상에 몇 종류의 구멍들이 있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① No, it isn’t. ② Yes, it is. ③ We can find holes 
everywhere. ④ No, they aren’t.

20  ⓐ look at: ~을 보다, look for: ~을 찾다, ⓑ put A in B: A
를 B에 넣다

21   (A)와 ③: 구하다, ① (나중에 쓰거나 하려고) 남겨 두다[아끼
다], ② (특히 무엇을 사거나 하기 위해) (돈을) 모으다, 저축하
다, ④ 절약하다, (낭비하지 않고) 아끼다, ⑤ 저장하다

22   ⓐ와 ③: 가주어, ① 가목적어, ② 비인칭 주어, ④ (이미 알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상황을 가리켜) 그것, ⑤ It is ~ that의 
구문으로, 문장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대명사

23   ‘중간 유리판에 있는 구멍’을 가리킨다.

pp.8~12

01 hidden 

02 the hole that you have seen recently

03   Some are so small that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04 (A) small (B) important (C) safe

05 you cook

06   The water inside doesn’t quickly boil over as the 

lid has that hole.

07 (A) small hole (B) steam out

08 the small hole

p.148~149

01   그것들은 잘 ‘숨겨져 있다’고 해야 하므로, 수동태 문장을 나타내
기 위해 과거분사 ‘hidden’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2  ‘여러분이 최근에 본 구멍’을 가리킨다.
03  so ~ that...: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 ‘you’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04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구멍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 중의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들 중 
많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들 덕분에 여러분의 삶
이 ‘안전해’진다.

05   ‘When cooking ~’은 접속사를 그대로 유지한 분사구문으로 
‘When you cook ~’에서 주어가 일반인이므로 생략하고 동사
를 분사로 바꾼 형태이다.

06   가정법 과거(if+주어+동사(과거형), 주어+과거형 조동사+동사
원형)는 직설법 현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7   여러분이 뚜껑 있는 냄비에 어떤 것을 요리할 때 뚜껑에 있는 작
은 구멍이 ‘수증기를 나가게’ 해 주고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냄비 안의 물은 금방 끓어 넘치지 않는다.

08   ‘작은 구멍’을 가리킨다.
09   in a pen cap이 The hole을 수식하도록 쓰는 것이 적절하다. 

help 다음에는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다.
10 let+목적어+원형부정사 = allow+목적어+to부정사
11  어떤 사람이 펜 뚜껑을 삼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호흡’을 막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펜 뚜껑에 구멍이 있으
면, 그것이 ‘공기’를 통하게 해 주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12   (A) ‘to look’과 병렬구문을 이루도록 ‘(to) see’가 적절하
다. (B) ‘기압’의 균형을 맞춰 준다고 해야 하므로, pressure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air pressure: 기압, pleasure: 기
쁨, 즐거움, (C) 비행기 창문은 ‘비상시’에 깨질 수 있다고 해
야 하므로 emergency가 적절하다. emergency: 비상(사태), 
emergence: 출현, 발생

13  Without = If it were[was] not for = But for: ~이 없다면
14  비행기 창문은 ‘세 개의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 유리

판에 있는 구멍이 ‘기압’의 균형을 맞춰 준다.

09 The hole in a pen cap can help save lives.

10   to pass

11 (A) breathing (B) air

12 (A) see (B) pressure (C) emergency

13 it were[was] not for

14   (A) three panes (B)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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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robably 02 ③ 03 ②

04 ⑴   Wrap it up carefully to protect against breakage.

 ⑵   Some of us are often told to keep our talents 

well hidden.

05 ③ 06 ② 07 ④ 

08   B will call the Einstein Science Park to ask what 

time they start.

09 It takes place in Einstein Hall 101. 10 ⑤

11 ④ 12 ⑤ 13 the Invention Museum

14 ⑤ 15 I went to bed early so that 

16 ②

17   If I were Robinson Crusoe, I would make a boat 

to go fishing.

18 She loves her dogs as if they were her kids. 

19 so 20 ①, ④ 21 a button 22 small 

23 in the lid 24 ③ 25 ④ 26 ③

27 ②

28   In 1755, William Cullen invented the first form of 

the refrigerator.

29   will → would

p.151~155

01  repair(수리하다)와 mend(수선하다, 고치다)는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perhaps(아마도, 어쩌면)와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probably(아마도)이다.

02  ③ look out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경 쓰다’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

03   ‘팔기 위해 만든 어떤 것, 보통 산업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가진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② 
product(생산물, 상품)이다.

04  (1) carefully: 조심스럽게 / breakage: 파손 / wrap up: 포
장하다 (2) well hidden: 잘 숨긴

05  주어진 문장에서 notice는 ‘알아채다,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 ③ ‘주사 맞은 후에 붉어짐과 부풀어짐을 알아챌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에서 쓰임이 같다. ① take notice of: ~을 신
경 쓰다 ② 통지 ④ 공고문 ⑤ 통지, 예고

06  주어진 문장은 ‘소금이 아동 비만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내
용으로, ② play a role(역할을 하다)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07   (A) 전치사 about은 목적어로 명사형을 취한다. 따라서 동명사 
going이 적절하다. (B) 특별한 프로그램이 과거가 아닌 현재에
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쓴다. (C) ‘신문
에 나온 광고가 뭐라고 하니?’라는 문장이므로 현재형이 적절하
다.

08  대화에서 B의 마지막 말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인슈타인 과학 
공원에 연락을 해서 몇 시에 프로그램이 시작하는지 물어볼 것
이다.

09  대화에서  B의  말에서  언급되었듯이 ,  아인슈타인  홀 
101(Einstein Hall 101)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10  ⑤ “I wonder ~.” 또는 “I am wondering ~.”, “I was 
wondering ~.”과 같은 표현은 대화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사용한다.

11   ‘좋은 생각이야.’라는 문장은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동의
하거나 승낙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G가 계획을 짜자고 제안한 
문장 다음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12  위 대화에서 내일 갈 현장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현장 학습 계획을 짜기로 했으므로, G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excited(신난, 흥분한)이다.

13  ‘그것은 많은 창의적인 발명품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라는 문
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서 언급한 ‘the Invention 
Museum’이다.

14  • 만약 현대의 최고의 록 가수가 그 혹은 그녀의 다음 곡을 인터
넷상에 올리면, 그것은 2천만 객석을 갖춘 극장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연주될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일 또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고 ‘If S 동사의 과거
형 ~, S would/should/could/might 동사원형’으로 쓰므로 
빈칸에는 be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5  so가 들어가는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so as to 동사원형’
과 ‘so that S V’가 있다. 제시된 영어 문장은 ‘I wouldn’t be 
tired this morning’이므로 빈칸에 so that이 나와야 하며 빈
칸에 해당하는 곳에는 ‘I went to bed early’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6  ② 나는 너무 즐거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 ‘so that’ 바로 앞에 
‘콤마(,)’가 있으면 보통 결과의 부사절을 이끈다. 그러므로 해석
도 ‘S가 V해서 that절하다.’로 해석하므로 답으로 ②번이 적절
하다. ① 나는 그 어린 여자애가 잘 볼 수 있도록 의자 위에 세웠
다. ③ 그 범인은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도록 도망갔다. ④ 우
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두 배만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다. ⑤ 제인은 자신의 눈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17  가정법 과거는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으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게 배열하면 If 
I were Robinson Crusoe, I would make a boat to go 
fish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as if를 활용한 가정법 과거는 ‘S V as if S 동사의 과거형 ~’이
며 주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말하고
자 할 때 사용한다. She loves her dogs as if they were her 
kid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9  영작하면, My friend worked hard so that his mother 
might enjoy her old age.

20  ⓐ와 ①과 ④: 경험 용법, ② 계속 용법, ③과 ⑤ 완료 용법

30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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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④ 02 ⑤ 03 ③ 

04 steam coming out through the holes

05 So that’s why they have holes!

06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when you go camping.

07 ③ 08 ① 

09 I wonder what I have to do to enter the competition.

10 ③ 11 so that 또는 in order that

12 ⑴ He talks as if he were a millionaire.

 ⑵ He talked as if he were a millionaire.

13 ③

14 ⑴ would take a picture

 ⑵ If I had one unbroken vase

15   I gave her my phone number so that she could 

contact me.

16 ② 17 ①, ②, ④ 18 ④ 

19   The hole lets steam out and keeps the water 

from coming out.

20 ②  21 With → Without

22 (A) the hole (B) fog up 23 ③

p.156~159

21  만약 구멍이 ‘단추’를 위해 셔츠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구멍이다.

22   어떤 구멍들은 여러분이 인지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이다.

23  there: 뚜껑에

24   뚜껑이 ‘있는’ 냄비에 무언가를 요리할 때, 냄비 안쪽의 압력이 상
승한다.

25   주어진 문장의 the middle pane에 주목한다. ④번 앞 문장의 
three panes 중 ‘중간 유리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④번이 적
절하다.

26   이 글은 ‘비행기 창문 중간 유리판에 있는 구멍이 기압의 균형을 
맞춰 주고 그 구멍이 또한,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 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번 ‘가운데 유리에 있는 구멍은 무엇을 하나요?’가 적절하다.

27  ‘비행기 창문이 왜 세 개의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대답
할 수 없다. ① They consist of three panes. ③ It is in the 
middle pane. ④ No. If it were not for a small hole in 
the airplane windows, airplane windows might break 
in an emergency. ⑤ A small hole in the middle pane 
does.

28  ‘William Cullen이 1755년에 냉장고의 최초 형태를 발명한 
것’을 가리킨다.

29  가정법 과거(if+주어+동사(과거형), 주어+과거형 조동사+동사
원형)이므로, ‘will’을 ‘woul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1  ‘공기를 폐 속으로 들여마시고 내뱉는 과정’이라는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④ breathing(호흡, 숨)이다.

02  ‘의사들은 허리 통증이 나쁜 자세의 결과라고 말한다.’라는 문장
에 들어갈 단어는 ⑤ the result of(~의 결과)가 가장 적절하다.

03  (A)와 ③의 must는 ‘~임에 틀림없다’의 뜻으로 추측을 나타낸다.

04  (B)that은 앞에서 언급된 단수 명사, 구 또는 절을 가리킨다. 따
라서 같은 문장 안에서 쓰인 steam coming out through the 
holes가 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명사(구)이다.

05  의문사 why를 이용한 간접의문문을 사용해 쓸 수 있다. 이때 
‘that’s why they have holes!’는 ‘that is the reason why 
they have holes!’의 줄임말이다.

06   helpful: 도움이 되는 / go camping: 캠핑을 가다

07  ③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It can help us cook 
without electricity.’) 전체이다. 나머지는 모두 ⓐthis 
invention을 가리킨다.

08  (A)는 ‘어디 보자’라는 의미로, 의도하는 것은 ① ‘생각할 시간 
요청하기’이다.

09  상대방에게 궁금한 점을 물을 때 “I wonder ~.”를 쓰는데, 이
때 wonder의 목적어로 의문사를 포함한 간접의문문을 취하기
도 한다.

10  ③ ‘대회의 1등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인가?’는 대화에서 언급
되지 않았다.

11  • 나는 더 많은 짐을 가져가기 위해 차로 갈 것이다. • 우리는 우
리가 전화했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의 이웃에게 메시지
를 남겼다. 두 문장 모두 빈칸 뒤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
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므로 절을 이끄는 so that이나 in order 
t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as if를 활용한 가정법 과거는 ‘S V as if S 동사의 과거형 ~’
이며 주절에 쓰인 동사의 시제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말하
고자 할 때 사용한다. (1)은 우리말 해석에 현재시제로 되어 있
으므로 ‘He talks as if he were a millionaire.’로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우리말 해석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므로 
‘He talked as if he were a millionaire.’로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③ 집 근처에 있는 상점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나는 다른 상점에 
가야 했다. ‘so 형용사 that S V’는 ‘너무 ~해서 …하다’로 해석
되므로 나머지 넷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① 나는 당신이 보고서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썼다. ② 이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팀워크가 요구된다. ④ 몸매를 가꾸기 위해 헬스 클럽에 등록했
다. ⑤ 훈련이 효율적이게 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
워야 한다.

14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이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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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ht 동사원형’이다.

15  주어진 so that을 활용하여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을 영작할 
때 ‘S V so that S can/could V’로 쓴다. so that 뒤에는 목적
의 내용이 나오므로 ‘I gave her my phone number so that 
she could contact me.’라고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주어진 문장의 it과 there에 주목한다. 각각 ②번 앞 문장의 a 
small hole과 in the cap을 받고 있으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17   ⓐ와 ①, ②, ④: 동명사, ③, ⑤ 현재분사

18   ‘펜 뚜껑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흔한 재료’는 알 수 없다. ① 
To help save lives. ② Small things like pen caps. ③ A 
famous pen company. ⑤ To let air pass through.

19  keep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20  이 글은 ‘뚜껑이 있는 냄비에 무언가를 요리할 때 냄비 안쪽의 
압력이 상승하는데, 만약 뚜껑에 구멍이 없다면 그 안의 물은 금
방 끓어 넘칠 것이지만 그 구멍 덕분에 수증기는 나가고 물이 밖
으로 넘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②번 ‘냄비 
뚜껑에 있는 작은 구멍의 역할’이 적절하다.

21  이 작은 구멍이 ‘없다면’, 비행기 창문은 비상시에 깨질 수도 있다
고 해야 하므로, With를 Without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2  비행기 창문의 중간 유리판에 ‘구멍’이 없다면, 창문에 ‘김이 서
려’ 당신은 비행기에서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fog 
up 김이 서리다(자동사 또는 타동사 둘 다로 쓰일 수 있다.)

23  비행기 창문은 세 개의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 
유리판’에 구멍이 있다.

01 They are classmates.

02 B heard that it has a lot of creative inventions.

03   The tallest Moai is 20 meters tall, and is a human-

shaped stone.

04   He (or She) found out by searching the Internet.

05   If I exercised every day, I could lose weight.

06 Think as if you were in their place.

07   I worked hard so that I could succeed. 또는 I 

worked hard so as to succeed. / I worked hard in 

order that I could succeed. 또는 I worked hard in 

order to succeed.

08 He talked as if he had seen a ghost last night.

09 Do you know why it is there?

10   a famous pen company

11 (A) pass through and (B) save

12   (A) on (B) a little (C) safer

13 to enjoy

p.160~161

01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두 화자는 학급 친구이다.

02   위 대화의 내용에 따르면, B는 발명 박물관에 많은 창의적인 발
명품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03   위 지문에 따르면 가장 큰 모아이는 높이가 20미터이고 인간 형
태의 돌이라고 한다.

04  화자가 어떻게 모아이를 옮겼는지 찾은 방법은 지문의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다.

05   나는 매일 운동하면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나 매일 하기는 쉽지 
않다. 바람과 달리 현재 매일 운동을 해서 살을 빼기 어려운 상
태의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06   나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 
그러나 내 친구 Joel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이 경우, 나는 
Joel에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라고 말할 수 있다.

07  • 나는 열심히 일했다. •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so와 in을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 때 that과 to
부정사를 이용하여 쓸 수 있다. so that과 in order that을 쓸 
때는 that 뒤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절을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so as to, in order to를 사용할 때는 to
부정사 뒤에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원형을 써서 한 문장
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08   • 영작하면, He talked as if he had seen a ghost last 
night.

09   know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의문문(의문사+주어+동사)인 
‘why it is there’의 어순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유명한 펜 회사’를 가리킨다.

11  만약 어떤 사람이 펜 뚜껑을 삼키면 구멍이 공기를 ‘통하게’ 해 주
어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펜 뚜껑에 작은 구멍이 있다.

12  (A)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해야 하므로 on이 적절
하다. have been to: ~에 가 본 적이 있다(경험 용법), ~에 다녀
왔다(완료 용법) (B) ‘어떤 물건에서 작은 구멍을 본다면’이라고 
해야 하므로 a little이 적절하다. a few+복수 명사: 약간의 ~, 
(C) make의 목적격보어에 ‘형용사’를 써야 하므로 safer가 적절
하다.

13  목적(~할 수 있도록)을 나타내는 ‘so that ... can’을 부사적 용법
(목적)의 to부정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모범답안| 

01   We use it every day so that we can talk to people 

who are far away from us. / Alexander Bell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form of the telephone. / If we did 

not have telephones, / we would not be able to 

have a chat with friends living in another city.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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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 cool and fresh (B) William Cullen 

(C) a necessary part of modern life (D) ice cream

01 ③ 02 ④ 

03 ⑴ prevent, from ⑵ in the future 

04 When people pass by, the number increases.

05 amount 06 ③ 07 ⑤ 

08   It’s because the little holes make the crackersthin 

and crispy.

09 (C) - (B) - (A) 

10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11   They have the Smart Design Show and the 

International Drone Show.

12 ②

13 ⑴ 없음 ⑵ can’t → can 

 ⑶ such → so ⑷ what → that

14 ① 15 ③ 

16 If you were in my situation

17 so that 18 I shut my eyes in order to see. 

19   so that he could get some fresh air / so as to get 

some fresh air

20 ⑴ If Jane were(또는 was) good at singing

 ⑵ If an idol group came to my school

21 so that, could 22 ②, ④

23   No, they aren’t. If it is a hole in your sock, it is 

bad[a bad hole]. 또는 If a hole is in your sock, it is 

bad[a bad hole]. 또는 If there is a hole in your 

sock, it is bad[a bad hole].

24 in the cap 25 ③ 26 ② 27 ⑤ 

28 ask yourself why it is there 29 ①, ③

p.163~167

01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어떤 것을 이 

위치에 놓다’라는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③ balance (균형

을 잡다)이다.

02   주어진 문장은 ‘네가 즉시 돌아온다면 아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따라서 빈칸에는 ④ perhaps(아마도)가 가장 적절하다.

03   (1) prevent A from A가 ~하는 것을 막다 (2) in the future 미

래에

04  pass by: 지나가다 / increase: 증가하다

05  ‘어떤 것이 많은가 적은가의 정도; 어떤 것이 얼마나 있는지의 정

도’라는 뜻을 가진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amount(양, 총량)

이다.

06  나머지는 모두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표현이지만 ③ Let me 

check은 ‘확인해 보자’라는 뜻을 갖는 문장이다.

07   위 대화에서 B와 G는 왜 크래커에 구멍이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

넷 서치를 통해 이유를 찾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⑤ 

curious(궁금한) → satisfied(만족스러운)가 B와 G의 심경 변

화로 가장 적절하다.

08  왜 크래커가 작은 구멍을 갖고 있는지는 B와 G의 대화 후반에 

직접 언급되어 있다.

09  대화 시작에 G는 내일 발명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고 말

한다. 상대방은 (C)에서 박물관을 그것이라고 가리키며 많은 창

의적인 발명품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다시 G는 신

난다고 말하면서 내일 현장 학습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

하고, (A)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10  it은 단수 명사를 대신하는 인칭대명사로, 이 대화에서는 앞선 

문장에서 언급된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를 

가리킨다.

11  ‘아인슈타인 과학 공원이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는 질문

에 대한 답은 B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다.

12  ②에서 A가 ‘어떻게 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까?’라고 물었고 

이에 B는 ‘잠시만, 넌 이거 탈 수 있어.’(Just a moment… I 

think you can take it.)라고 말하는데 이는 문맥상 어색한 대

화가 된다.

13   (1) Olivia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한다. (2) 그 프

로젝트를 제시간에 끝내기 위해 Joel은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so that 뒤의 내용은 주절의 내용을 위한 목적이 나와야 의미상 

적절하므로 can’t가 아닌 can이 적절하다. (3) 나는 그녀가 지나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비켜 주었다. ‘~하기 위해서’를 나타내는 표

현은 ‘such that’이 아닌 ‘so that’이므로 such를 so로 고치는 것

이 적절하다. (4) 그녀는 정각에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다. 

‘so that S V’가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4  그녀는 마치 그녀가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다. 사실 그녀는 모두를 알진 못했다. ‘as if S 가정법 과거완료’

가 쓰였고 acts로 현재이므로 현재보다 이전 시제인 ①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15  ③ 만약 내가 타이머신을 갖고 있다면 6학년 때로 돌아갈 텐

데.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에 대해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대

한 가정으로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

might 동사원형’이므로 어법에 맞게 고치면 ‘If I had a time 

machine, I would go back to the 6th grade.’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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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상황이나 일을 나

타낼 때 사용하며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

could/might 동사원형’이다.

17   비록 Britney Spears는 전 세계 공연을 통해 대부분의 돈을 벌

지만 그녀는 그녀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볼 수 있게 한 동안 

여행을 그만두고 싶다고 최근 말했다. 빈칸 뒤의 내용이 목적을 

나타내므로 so t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8  우리말에 맞게 배열하면 ‘I shut my eyes in order to see.’이다.

19   괄호 안의 단어 so를 활용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so that S V ~’와 ‘so as to 동사원형’이 있으므로 so that he 

could get some fresh air’와 ‘so as to get some fresh air’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사실이나 일을 가정

할 때 쓰고 ‘If S 동사의 과거형 ~, S would/should/could/

might 동사원형’으로 쓴다.

21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탈북자를 돕기 위

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22  recently = lately = of late: 최근에, ① those days: 그 당

시에 그때, ③ previously: 이전에, 미리, ⑤ of the other 

day: 저번의

23  만약 여러분의 양말에 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24  there: 뚜껑에

25  때때로 아이들은 심지어 ‘펜 뚜껑 같은 작은 것들’을 삼키기도 한다.

26  주어진 문장의 This hole에 주목한다. ②번 앞 문장의 a small 

hole을 받고 있으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27  그 구멍이 수증기를 나가게 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대

답할 수 없다. ① It is for safety. ② The pressure inside 

the pot builds up. ③ The water inside would quickly 

boil over. ④ It lets steam out and keeps the water 

from coming out.

28  ‘yourself’를 보충하면 된다. ask의 간접목적어로는 재귀대명

사 ‘yourself’를, 직접목적어로는 간접의문문 ‘why it is there’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9  ⓑ와 ①, ③: 형용사적 용법, ②, ⑤: 부사적 용법, ④: 명사적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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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low(낮은)와 high(높은)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다. 따라서 reduce(줄이다)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increase(증가하다, 늘다)이다.

02   ‘강한 감동을 유발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영풀이가 의미하는 
것은 ② touching(감동적인)이다.

03   ④에 쓰인 dish는 요리가 아니라 접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04   (1) recommend 추천하다 (2) serve 제공하다 (3) melt 녹다
05   (1) be different from ~와 다르다 (2) put on 입다 (3) get 

sick 병에 걸리다
06   A as well as B B 뿐만 아니라 A도 / such as ~ ~와 같은 / 

take off 이륙하다 / turn off 끄다

Healthy Food
Around the World

8

01 increase 02 ② 03 ④ 

04 ⑴   Could you recommend a hotel near your office?

 ⑵ Sam’s restaurant serves good French cuisine.

 ⑶ When does the snow start to melt?

05   ⑴ is, different from ⑵ put on ⑶ got sick

06 ④

p.172

01   pain(아픔)과 ache(아픔)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다. 따라서 touching(감동적인)과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moving(감동시키는)이다.

02   (1) ‘한 표면에서 반대편까지 큰 거리가 있는’, thick 두꺼운 (2) 
‘매우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사람’, treasure 보물

03   (1)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2) show around 안내하다 
(3) look like ~처럼 보이다

pp.8~12

01 moving 02 ⑴ thick ⑵ treasure 

03   ⑴ for the first time ⑵ shown around  

⑶ look like

04   ⑴ They went to the park to take a walk.  

⑵ I have a runny nose and a sore throat.

05   ⑴   We first measured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⑵ The shell is smooth on the inside.

06 not only, but also

p.173

Listen and Speak 1 Listen 1

they / called / Could, again / made, from

Listen and Speak 1 Listen 2

eating / say / like, food

Listen and Speak 1 Listen 3

that, looks / Sorry, again / popular

Listen and Speak 1 A-1

favorite, What / traditional / say, again / sweet / try

Listen and Speak 1 A-2

tried / could / salad, popular / special / with, only 

but, healthy

Listen and Speak 1 B

1. Have / Sorry / dessert

2. tried / traditional

3. ever / that / in

Listen and Speak 2 Listen

1. recommend / Try

2. Could, for / touching

3. beginners / about

4. snack / How

p.179~181

p.174~175

1 ⑤

2   Could[Can]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my 

sister?

p.176

1 F 2 F 3 T 4 T

   

04   (1) take a walk 산책하다 (2) have a runny nose 콧물이 흐
르다

05   (1) temperature 온도, 기온 (2) smooth 매끄러운
06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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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가 poke를 먹어 봤냐고 묻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B)에서 상
대방은 그게 무엇인지 다시 말해달라고 한다. B가 (A)에서 반
복해서 말해 주면서 하와이에서 유명한 샐러드라고 말을 해 주
고, (C)에서 상대방이 다시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를 묻는 
순서가 되어 마지막에 B가 맛도 좋고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02   위 대화에서 A가 poke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고 B
가 pok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위 대화에서 B의 마지막 말에 나와 있듯이, poke는 맛도 좋고 건
강에도 좋다고 한다.

04   상대방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Can 
you recommend ~?’, 또는 ‘Can/Could you give me a 
recommendation for ~?’ 등이 있다.

05   상대방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때 ‘Can[Could] you 
recommend ~?’, 또는 ‘Can/Could you give me a 

Listen & Speak 2 A-1

special / How, cooking, would / recommend, easy / 

about, easy / idea

Listen & Speak 2 B-2

Welcome, many, visit, There, other, tasty local, 

recommend, enjoying

Real-Life Zone

for / Here, back, take / much, recommend / recommend 

/ Could / made, good, health / try / served, okay / 

problem

Wrap Up 1-2

Are, have / Can, place / recommend, enough / would, 

recommend / fantastic / thinking, water

01  문맥상 (A)에는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따라서 ③ 왜 그걸 다시 말했
니?(Why did you say that again?)라는 표현은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어색하다.

02   수동태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made로 고친다.
03   ⓐsomething은 형용사가 수식할 때 항상 뒤에서 수식한다. 따
라서 something special이 옳은 표현이다.

04   ‘Can you recommend ~?’는 상대방에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01 ③ 02 made 

03 ⓐspecial something → something special 

04 Can you recommend something easy to cook?

시험대비 기본평가 p.182

01 ⑤ 02 ② 

03 It’s tasty and also good for your health. 

04 ⑤ 05 the Happy Snack House 06 ③ 

07 traditional 08 Sikhye 09 (A) many (B) visiting 

10 local 11 ①

p.183~184

01  (A) ‘몇분 후에’의 뜻이므로 a few가 알맞다. (B) be made 
with ~로 만들어지다 (C) is served 제공된다

02  위 대화의 초반부는 식당에 입장할 때의 상황이므로 M과 B의 
관계는 ② ‘웨이터 - 손님’이 적절하다.

03  위 대화에서 B의 말에 따르면, 비빔밥은 맛도 좋고 건강에 좋다
고 한다.

04  위 대화의 think가 포함된 문장에서 think는 주어의 역할을 하
기 때문에 동명사 thinking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pp.8~12

01 (B) - (A) - (C) 02 poke

03   Because it’s not only delicious but also very 

healthy.

04   Could you recommend a cell phone for my 

grandmother?

05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have the 

party?

06 the onion rings

07   Because the food is really good and it’ll be large 

enough.

p.185

05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은 문맥상 앞서 언급된 식당을 가리킨다.
06  ‘Can you say that again?’은 ‘다시 말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 ③은 ‘그것에 대해 미안해.’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반복을 
요청하는 나머지와는 다른 뜻이다.

07  ‘오랫동안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나 믿음에 속하거나 따르는’이라
는 뜻을 가진 단어는 traditional(전통적인)이다.

08   대명사 it이 가리키는 것은 대화의 문맥상 앞 문장에서 언급된 
식혜이다.

09  (A) places라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사용되었으므로 many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B) 동사 recommend는 목적어로 동명
사(~ing)를 취한다.

10  ‘전체 주 또는 국가가 아닌 도시, 마을 또는 작은 구역에 관련된’
이라는 뜻이 의미하는 것은 local(지역의)이다.

11  위 글은 시드니의 the Rocks Markets를 소개하면서 글
을 읽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① 추천하기(to 
recommend)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36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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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6~187

1 ⑴ respect → respects ⑵ are → is

2   ⑴ while ⑵ while

01 ⑤ 02 ③ 03 ⑤ 04 ⑤

시험대비 기본평가 p.188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① 07 ④ 08 ④ 

09 ② 10 Not only Sean but also 11 ⑤ 

12 ⑤ 13 ①

14 ⑴ While I was taking a shower

 ⑵   While she prefers to take the subway to work

p.189~191

01   ① not only ~ but also에서는 but also 뒤의 명사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have → has가 적절하다.

02   ① neither ~ nor는 부정문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doesn’t 
have → has) ② ‘그녀는 배가 고팠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걸

01   상관접속사 not only와 but also 뒤에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
이 있어야 한다. 동사이면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인 helps가 적절
하다.

02   보기의 두 문장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므로, 대조의 역할을 하
는 종속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03  ⑤ 상관접속사 not only와 but also 뒤에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이 들어가야 한다. not only 뒤에 동사 speaks가 오면, but 
also 뒤에도 동사가 와야 하는데, handsome은 형용사이다.

04  첫 번째 빈칸은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필요하
고, 나머지 두 빈칸은 ‘~인 반면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들
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접속사
는 while 뿐이다.

recommendation for ~?’ 등을 사용할 수 있다.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 파티를 하다

06   대명사 They는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한 the onion rings를 가
리킨다.

07   위 대화에서 G의 말에 따르면 그 식당이 음식도 정말 맛있고 충
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갈 수 없었다.’는 문장이다.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주어와 동
사를 도치시킨다.(she was → was she) ③ both는 복수 주어
(is → are) ④ ‘not only A but also B’는 B에 수의 일치를 한
다.(have → has)

03  ① making → makes ② you want → what you want ③ 
know → knows ⑤ speak → speaks

04   ‘대조’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le’이 적절하게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 ②는 어법상 문제가 없으나, 우리말과 반
대로 ‘녹두전이 ~인 반면에’로 해석되며, ③, ④는 접속사의 성
격이 다르다. *ground: 간, 갈린(‘갈다’ grind의 과거분사)

05  오답들을 해석해 보면, ① ‘맛이 없지만 영양가가 있다.’ ② ‘맛
있을 뿐 아니라 영양가가 좋아진다.’ ③ ‘맛이 있거나 또는 영양
가가 좋다.’ ⑤ ‘영양가가 좋을 뿐 아니라 맛있다.’가 되어 적절
한 문장은 ④이다.

06  ‘비가 오고 있는 것’과 농구 연습을 하는 것은 대조적인 상황이므
로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하다.

07  ④ Both A and B는 복수 동사를 써야 한다. watches → 
watch가 적절하다.

08   (A) 혜진이는 안경을 쓰는 반면에, 유나는 아니다. (B) 그는 비
록 늦게 일어났지만, 수업에 늦지 않았다. (C) 소연이는 머리가 
길고, 반면에 예지는 머리가 짧다.

09  <보기>는 ‘Grace뿐만 아니라 Ken도 달리기만 아니라 수영하
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다. ① 문법적 오류 ③ ‘둘 
중 하나는 수영도 달리기도 좋아하지 않는다.’ ④ ‘둘 다 수영이 
아닌 달리기를 좋아한다.’ ⑤ ‘둘 다 달리기가 아닌 수영을 좋아
하는 것은 아니다.’

10  Sean과 그의 학급 친구들이 2주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
했으므로, 5개의 빈칸에 알맞게 쓰려면 ‘not only A but also 
B’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문장과, ‘그러나 중국의 몇몇 정치
인들은 타국을 비난했다.’는 문장은 대조된다. 그러므로 ‘대조’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le 또는 Though 등이 적절하다.

12  ① the audience were → were the audience ② sees → 
see ③ only → not only ④ and also → but also

13   ② nor → or ③ or → and ④ know → knows ⑤ wonder 
→ wonders

14   (1) ‘~하는 동안’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추가하여, 단어를 적절
하게 배열한다. (2) ‘~하는 반면에’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추가
한다. (1)과 (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접속사로서 ‘~하는 동안’과 
‘~하는 반면에’의 의미를 모두 갖는 것은 While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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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⑴   not only good for people with colds, but also 

popular

 ⑵ made with not only eggs but also honey

 ⑶ Not only you but also they were

 ⑷ Both Minju and Yena are responsible for

02   ⑴ How ⑵ and ⑶ until ⑷ as ⑸ while

03   A chicken soup is great for not only a sore throat 

but also a stuffy nose.

04   Samgyetang not only warms your body but also 

helps reduce the pain in your throat.

05   The onion milk is a drink that is boiled with not 

only milk but also chopped onion.

06   While Steve was born into a super rich family, 

Bob’s parents were very poor.

07   While I was doing my homework, Linda left my 

room to watch TV.

08   While Marco sets the alarm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his wife doesn’t use the alarm.

09   While I was taking a walk along the lake park, I 

could hear so many kinds of birds singing in the 

woods.

10 ⑴   Ms. Elena is not only a good teacher but also a 

great artist.

 ⑵   Jenny can not only sing well but also rap fast 

in English.

 ⑶   Dahyun is not only pretty but also very smart.

 ⑷ Not only Anna but also her sisters are rich.

11   ⑴ not only promotes your health but is   

⑵   while the rest of his family members love 

chicken

p.192~193

01  (1), (2), (3)은 ‘not only A but also B’를, (4)는 ‘both A 
and B’를 활용하는 문제이다. 의미에 맞게 단어를 배열한다. 
*people with colds: 감기에 걸린 사람들 *be responsible 
for: ~에 대해 책임이 있다.

02   의문사 how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속사들이다. 문장의 자연스런 
연결상 알맞은 단어를 넣도록 한다. (1) 고골모골을 만드는 방법 
(2) 그리고, 그것들을 섞으시오. (3) 버터가 녹을 때까지 (4) 부
으면서 저으시오. (5) 뜨거울 때 마시세요.

03   닭고기 수프는 부은 목뿐만 아니라 막힌 코에도 좋다.
04  삼계탕은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목의 통증을 
줄이도록 도와준다.

05   양파 우유는 우유뿐만 아니라 잘게 썬 양파로 만들어지는 음료
이다.

06  Steve가 엄청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반면에, Bob의 부모
님은 매우 가난했다.

07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Linda는 TV를 보기 위해서 내 방을 나

갔다.
08   Marco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는 반면에, 
그의 아내는 알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09   호수 공원을 따라 산책을 하는 동안, 나는 아주 많은 종류의 새
들이 숲속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10   (1) Ms. Elena는 좋은 선생님일 뿐 아니라 훌륭한 화가이다. 
(2) Jenny는 노래를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어로 빠르게 랩
을 할 수 있다. (3) 다현이는 예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하다. 
(4) Anna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니들도 부유하다.

11   (1) 삼계탕은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맛있다. 
(2) Andy는 피자를 즐기는 반면에,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치킨
을 좋아한다.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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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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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01 Fight Colds 02 catch a cold

03 stay warm 04 to drink hot tea

05 something, often drink 

06 helps reduce the pain 

07 What do people drink or eat 

08 find out 09 have a special drink 

10 a cup of onion milk 

11 chopped onion, over low heat  

12 is said to be good 

13 While, a bowl of chicken soup 

14 from one family to another 

15 can be added 

16 great for a sore throat and a stuffy nose

17 called 18 is made with 

19 to make it taste better 20 looks like 

21 have a sore throat 22 not only, but also 

23 served, at room temperature 

24 Why not, about 25 good for 

26 How to Make 27 You need

28 mix them 29 Pour

p.196~197

38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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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dd 31 Warm, melts

32 Pour, into, with 33 Stir as 

34 while

  1   Foods That Fight Colds

  2   What do you do when you catch a cold?

  3   Of course, you want to stay warm, so maybe you 

put on more clothes.

  4   Some people like to drink hot tea.

  5   Ginger tea is something people in Korea often 

drink.

  6   With its special taste, it warms your body and 

helps reduce the pain in your throat.

  7   What do people drink or eat in other countries 

when they catch a cold?

  8   Let’s find out.

  9   In Finland, where it is very cold in winter, people 

have a special drink when they catch a cold.

10   It is a cup of onion milk.

11   They put chopped onion in milk and boil it over 

low heat for half an hour.

12 This simple drink is said to be good for a cold.

13   While people in Korea and Finland look for drinks 

when sick, many people in America want a bowl 

of chicken soup.

14   It is usually made with chicken and vegetables, 

but the recipe is different from one family to 

another.

15 Salt and pepper can be added before eating.

16   People in America believe that a bowl of warm 

chicken soup is great for a sore throt and a suffy 

nose.

17   In Russia and in Eastern Europe, when people get 

sick, they eat a dessert called gogol-mogol.

18 It is made with eggs and honey.

19   Some people add chocolate, butter, lemon juice, 

or milk to make it taste better.

20 It looks like thick yogurt.

21   People often drink a cup of warm gogol-mogol 

when they have a sore throat.

22   Gogol-mogol is not only good for people with a 

cold but also popular as a dessert for healthy 

people.

23   When served as a dessert, it is usually served 

cold or at room temperature.

p.198~199

24   Why not try making one of the foods you have 

found out about?

25   It will be fun and good for your health.

26 How to make Gogol-mogol (Serves one)

27   You need: 1 egg, 1/2 cup of milk, honey (5 g), butter 

(15 g)

28   1. Put the egg and the honey in a large cup and 

mix them.

29   2. Pour half a cup of milk in a pan.

30   Add the butter.

31   Warm it until the butter melts.

32   3. Pour the hot milk and butter into the cup with 

the egg and the honey.

33 Stir as you pour.

34 4. Drink while it is hot.

01 ④ 02 warmly → warm 03 ⑤ 

04 ②, ⑤

05   Many people in America → People in Korea and 

Finland 또는 look for drinks → want a bowl of 

chicken soup

06 Salt and pepper can be added. 

07 a special drink 08 chopped 

09 (A) over (B) for (C) for 10 ① 

11 ②, ④, ⑤ 12 ④ 13 ④ 

14 the recipe is different from one family to another

15 ③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④ 21 making 22 ②

p.200~203

01  주어진 문장의 its에 주목한다. ④번 앞 문장의 ‘Ginger tea’를 
가리키므로 ④번이 적절하다.

02  stay의 ‘보어’에 해당하므로, warmly를 ‘형용사 warm’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3  글의 마지막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까? 함께 알아보자.’라고 했으므로, 뒤에 
올 내용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기와 싸우기 위해서 마시고 
먹는 것들’이 적절하다.

04  ⓐ와 ②, ⑤: ~인 반면에(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①과 ④: ~
하는 동안, ~하는 사이(접속사), ③ 시간, 일정 기간(명사)

05   ‘한국 사람들과 핀란드 사람들은’ 아플 때 음료를 찾는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플 때 ‘닭고기 수프를 원한다.’

06  닭고기 수프를 먹기 전에 ‘소금’과 ‘후추’를 넣기도 한다.
07  핀란드에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마시는 ‘특별한 음료’를 가
리킨다.

08  ‘잘게 썬 양파’라고 해야 하므로 ‘chopped(다져진, 잘게 썰린)’

   39

중3 시사(송) 8과_정답_최종.indd   39 2020-09-18   오후 5:30:18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chop 다지다, 잘게 썰다
09  (A) over low heat: 약한 불에서, (B) ‘during+기간을 나타
내는 명사, for+숫자’이므로 for가 적절하다. half an hour = 
thirty minutes, (C) ‘감기에 좋다’고 해야 하므로 for가 적절
하다. be good at: ~을 잘하다, be good for: ~에 좋다

10   주어진 문장의 It에 주목한다. ①번 앞 문장의 gogol-mogol을 
받고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11  not only/just/simply/merely A but (also) B = not only/
just/simply/merely A but B as well =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12  ‘고골모골을 만드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대답할 수 없
다. ① They eat a dessert called gogol-mogol. ② It is 
made with eggs and honey. ③ They add chocolate, 
butter, lemon juice, or milk. ⑤ No. Gogol-mogol is 
not only good for people with a cold but also popular 
as a dessert for healthy people.

13  물질명사는 그 물질을 세는 단위나, 물질을 담고 있는 그릇(용
기)의 단수, 복수형을 이용해서 수량을 표시한다. ‘닭고기 수프’
는 보통 ‘그릇’에 담아 먹으므로 ‘a bowl of chicken soup’로 
세는 것이 적절하다.

14   from one family to another: 가정마다
15  ‘닭고기 수프가 얼마나 오래 끓여져야 하는지’는 대답할 수 없
다. ① They look for drinks. ② They want a bowl 
of chicken soup. ④ It is usually made with chicken 
and vegetables. ⑤ They believe that a bowl of warm 
chicken soup is great for a sore throat and a stuffy nose.

16  (B)가 주어진 글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오
고 (A)의 ‘Ginger tea’가 (B)의 ‘hot tea’의 예에 해당하므로 
(B) 다음에 (A)가 이어지고, (A)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마시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C)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
을 때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지 알아보자’고 해야 하므로 (A) 다
음에 (C)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B)-(A)-(C)의 순서가 적절
하다.

17  ①, ②, ③, ⑤: ‘고골모골’
18   이 글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
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고골모골이라는 후식을 먹는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③번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아플 때나 건
강할 때나 인기 있는 후식인 고골모골’이 적절하다. ② relieve: 
없애[덜어] 주다, ⑤ therapy: 치료, 요법

19  이 글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무엇을 마시거나 먹는지’에 
관해 알아보려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번 ‘당신은 감기에 걸
렸을 때 무엇을 마시거나 먹는가?’가 적절하다.

20  생강차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다.
21   try+동명사: ~해 보다, ~을 시도하다
22   이 글은 ‘고골모골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번 ‘고골모골을 만드는 방법’이 적절하다.

pp.8~12

01 take off → put on 

02 Ginger tea is something people in Korea often drink

03 (A) warms (B) throat 04 where

05 chopped onion in milk 06   this simple drink is

07 be added

08   While people in Korea and Finland look for drinks 

when they are sick

09 They usually make it with chicken and vegetables

10 ⑴ trying ⑵ Why don’t you

11 Ingredients 

12 the egg and the honey

13 tasting → taste

14   Gogol-mogol is popular as a dessert for healthy 

people as well as good for people with a cold.

p.204~205

01   감기에 걸리면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아마도 옷을 ‘더 입을 것’이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take off(옷을 벗다)를 put 
on(옷을 입다)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2  ‘something’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03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04  선행사가 ‘Finland’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우유에 넣은 잘게 썬 양파’를 가리킨다.
06   This simple drink를 ‘종속절의 주어’로 쓰고, to부정사는 시
제에 맞춰 ‘종속절의 동사’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먹기 전에 소금과 후추가 ‘넣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는 것
이 적절하다.

08   when 다음에 ‘they[people in Korea and Finland]are’가 
생략되어 있다.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뒤에 be동
사가 나오면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09   They 대신 Many people in America를 써도 적절하다.
10   Why not 동사원형? = How about ~ing? = Why don’t 

you 동사원형?: ‘~하는 게 어때?’(제안하는 표현)
11  ‘필요한  것’은  ‘요리재료’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ingredient: (특히 요리 등의) 재료[성분]
12   ‘달걀과 꿀’을 가리킨다.
13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써야 하므로 

tasting을 taste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4  not only A but also B =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40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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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hereas 02 ② 03 ①

04   You need to breathe through the nose, not 

through the mouth.

05 ② 

06 Pardon? / I beg your pardon? / Pardon me? 

07 It is from India.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⑤ 13 ③, ⑤ 14 ①,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⑤ 

19 chicken soup 

20 a bowl of chicken soup 21 ① 22 served 

23 to make it taste better 24 ③ 

25   The chopped tomato and some water should be 

mixed in a pan first.

26 ④

p.207~211

01  blend(섞다)와 compound(혼합하다, 섞어서 만들다)는 유의
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while과 whereas는 모두 
‘반면에’라는 뜻을 가진 유의어 관계의 단어들이다.

02  ②에서 사용된 desert는 ‘사막’이라는 뜻이며, ‘후식’이라는 뜻
을 가진 단어는 dessert이다.

03   주어진 문장에서 warm은 ‘(날씨, 온도가) 따뜻한’이라는 뜻으
로 사용되었다. ①에서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③,⑤
는 ‘따듯하다, 따뜻하게 하다’, ④는 ‘(색깔이) 따뜻한’이라는 뜻
이다.

04  breathe through ~를 통해서 숨쉬다

05  ‘어떤 것 안에 혹은 위에, 혹은 하나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흐
르다’라는 뜻의 영영풀이는 pour(붓다, 따르다)를 가리킨다.

06  ‘Could you say that again?’은 ‘다시 말해 주세요.’라는 뜻으
로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
현이다.

07   위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G가 말했듯이, rasmalai는 인도에서 
온 전통 음식이다.

08  ‘Could you say that again?’은 ‘다시 말해 주세요.’라는 뜻으
로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
현이다.

09  문맥상 빈칸에는 상대방에게 전통 음식 추천을 부탁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⑤ ’Can I make a recommendation 
for ~?’는 ‘제가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뜻으로 상대방
에게 추천을 제안하는 표현이다.

10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해.’라는 문장은 대화의 문맥
상 한국 음식을 추천해달라는 말 앞인 ②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

11   ③ G가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Has G ever tried 
any Korean food befo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 대화

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12  G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고 말했
다. 따라서 G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excited (신난, 
흥분한)이다.

13  ③ ‘not only A but also B’는 등위접속사이므로 not only 뒤
에 명사가 오면, but also 뒤에도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와야 
한다. ⑤ not only가 문두에 와서 주어인 Victor가 아닌 동사 
was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도치’가 일어나야 한다. ‘Not only 
was Victor good at ~’이 적절하다.

14  ①, ③ ‘Both A and B’ 또는 ‘Either A or B’를 쓰는 것이 적
절하다. ①은 or를 and로 고치고, ③은 Either를 Both로 고치
는 것이 더 좋은데, 그 반대로 either에 맞춰 고쳐 줄 경우에는 
동사들도 모두 is[was]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15  ‘Sarah는 그 뉴스를 믿었지만, 반면에 그녀의 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문장이다. ‘대조’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while이 쓰
인 ④가 적절하다.

16  ‘Harrison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직장
이 있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는 문장이다. ‘대조’의 역
할을 하는 접속사 while이 쓰인 ②가 적절하며, ⑤의 during
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에 쓸 수 없다.

17  ⓐ와 ②: 관계부사, ①, ④, ⑤: [장소·방향·도착점] 어디에[로]
(의문부사), ③: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8  이 단순한 음료(양파 우유)는 감기에 좋다. too ~ to: so ~ that 
... cannot

19  ‘닭고기 수프’를 가리킨다.

20  한국 사람들과 핀란드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플 때 ‘닭고기 수프’를 찾는다.

21  ⓐ be made with: ~으로 만들어지다, with 다음에는 재료가 
온다. be made from: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 ⓑ as a 
dessert: 후식으로

22   후식으로 ‘제공될 때’라고 해야 하므로 When it is served에서 
it is를 생략하고 ‘serv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를 쓰고, ‘사역동사 make+목적어+
동사원형’의 형식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taste+형용사: ~한 
맛이 나다

24   ‘쌀’은 ‘인도의 토마토 수프’를 만드는 재료에 속하지 않는다.

25   먼저 잘게 썬 토마토‘’와 ‘약간의 물’이 팬에서 섞여야 한다.

26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not only/just/simply/merely 
A but (also) B = not only/just/simply/merely A but B 
as well = B as well as A = Besides A, B: A뿐만 아니라 
B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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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02 ⑴ a bottle of ⑵ is good for ⑶ as well as

03 many places people want to visit in Sydney

04 We recommend visiting the Rocks Markets

05 ③

06 I would recommend cooking something for him.

07 It’s easy to make and it’s delicious. 08 ④

09 ⑤ 10 traditional 11 ① 12 ⑤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Ginger tea is something that people in Korea 

often drink.

18 ginger tea 19 recipe 20 ②  21 ④

22 called 23 (A) to make (B) thick (C) healthy

24 it is usually served cold or at room temperature

p.212~215

01  ‘열의 결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다’라는 영영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① boil(끓다, 끓이다)이다.

02  (1) a bottle of ~ 한 병 (2) be good for ~에 좋다 (3)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03  대명사 them은 앞서 언급한 복수 명사를 가리킨다. 이 대화에서
는 화자가 말한 시드니에 있는 ‘당신이 방문하고 싶어 할 많은 장
소’(many places you will want to visit)를 가리킨다.

04  r e c o m m e n d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  따라서 
recommend to visit이 아니라 recommend visiting이라고 
써야 한다.

05  위 글의 중반에 화자는 the Rocks Markets에서 예술 작품, 
옷, 책 그리고 많은 다른 것을 살 수 있다고 했으며 그곳에서 지
역 음식 역시 먹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06   ‘How about ~? ’는 상대방에게 추천해 줄 때 쓸 수 있
는 표현으로, ‘What about ~?’, ’I recommend ~.’, ‘I’d 
recommend ~.’, ‘Try ~.’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07  easy to make 만들기 쉬운

08  ④ ’B의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은 위 대화에서 언급 되지 않았다.

09  (A) tried는 ‘~ 해 보다, 먹어 보다, 시도해 보다‘라는 의미로 사
용되었다. ⑤ ‘자기 전에 아기를 너무 흥분시키지 않도록 해라.’
라는 문장에서 try는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tradition의 형용사형이 알맞다.

11  ‘Could you recommend ~?’는 ‘~를 추천해 주시겠어요?’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12  but also 뒤에 형용사 generous가 있으므로, 부사 truly(진심
으로, 진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들이다.

13   not only 뒤에 형용사가 나왔으므로, 형용사 역할이 아닌 것을 

찾는다. ③ acts는 동사이다.

14  (A) ‘수미는 오래 걸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다.’ (B) ‘그 쇼를 
보고 있던 중에, 나는 무대 뒤에서 무엇인가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C) ‘그는 낚시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던 반면에, 그의 
아내는 낚시를 몹시 싫어했다.’ 등에 적합한 부사절 접속사를 찾
는다.

15  접속사 while은 ‘~하는 동안’, ‘~하는 반면에’ 등으로 쓰인다. 
①~④ 모두 ‘~하는 동안’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⑤는 어떤 의미
로도 어색하다. If 또는 When으로 고칠 경우, ‘조금이라도 필요
한 것이 있다면, 어느 때든 전화하시오.’라는 의미가 된다.

16  catch/get/have/take a cold = come down with a cold: 
감기에 걸리다, catch/get/take/ cold처럼 a를 생략할 수도 있
다. ③ have a cough: 기침이 나다

17   ‘something’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18   ‘생강차’를 가리킨다.

19  recipe: 요리법, 조리법, 재료의 목록과 어떤 것을 요리하는 법
을 말해주는 일련의 지시

20  이 글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이 
부은 목과 막힌 코에 좋다고 믿으면서 아플 때 닭고기 수프를 원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번 ‘미국 사람들은 아플 
때 무엇을 원하는가?’가 적절하다.

21  요리 도중에 소금과 후추를 넣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후추는 ‘먹
기 전’에 넣기도 한다.

22  ‘고골모골이라는 후식’이라고 해야 하므로, 과거분사 call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3  (A) ‘그것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라고 해야 하므로 to make가 
적절하다. (B) ‘진한’ 요구르트라고 해야 하므로 thick이 적절하
다. thick: (액체가) 진한, 걸쭉한, huge: (크기·양·정도가) 막
대한, 거대한, (C)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므로 healthy
가 적절하다.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healthful: 건강에 
좋은

24  빈도부사는 be동사,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보
편적이다. at room temperature: 실온으로

01 G’s favorite Korean traditional drink is Maesil-tea.

02   He describes that his favorite drink is cool and 

sweet.

03 who → that[which]

04 (A) not only[just, simply, merely] (B) but also

05   ⑴ believe → believes ⑵ is → are   

⑶ have → has ⑷ excited → exciting   

⑸ is → are

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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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화 시작에서 G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료가 매
실차라고 밝히고 있다.

02   B에 따르면 그가 좋아하는 한국 전통 음료인 식혜가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언급했다.

03   위 대화에서 B의 말에서 poke가 하와이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라고 말한다. 이때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는데, 이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that[which]으로 
고쳐야 한다.

04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그것은 맛도 좋고 매우 건강하다’라는 뜻
의 문장이다. not only[just, simply, mere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05   (1), (5) but also 뒤의 주어에 일치시킨다. (1)은 Julie가 (5)
는 the stores가 주어이다. (2) ‘both A and B’가 주어일 때는 
항상 복수 동사가 온다. (3) ‘either A or B’는 동사와 가까운 
주어에 수를 일치시킨다. (4) 노래가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
이므로 excited가 아니라 현재분사형의 형용사 exciting을 쓰
는 것이 적절하다.

06   (1) 3인칭 단수 현재시제임을 유의한다. (2) 과거진행시제와 과
거시제에 유의한다.

07  (A) ‘옷’을 더 입을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clothes가 적절하다. 
clothes: 옷, 의복, cloths: 옷감들, 직물의 종류를 나타낼 때의 
복수 형태, (B) 특별한 맛과 ‘함께’라고 해야 하므로 With가 적
절하다. (C)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를 써야 하므로 other
가 적절하다.

08   help+원형부정사 = help+to부정사

09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때 그들 중 몇몇은 생강차와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  ‘looks’ 뒤에 ‘명사인 yogurt’가 나오기 때문에, ‘looks’를 
‘looks like’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looks+형용사, looks 
like+명사: ~처럼 보이다

11  people[they]을 주어로 하여 능동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2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사람들은 목이 아플 때 종종 ‘따뜻한 고골
모골 한 잔’을 마신다.

|모범답안| 

01 ⑴ While Hana wears glasses, Duna does not.

 ⑵   Hana likes singing while Duna likes dancing.

 ⑶   While Hana got an A in math, Duna got a C.

02   (A) chop (B) pour some water  

(C) for ten minutes (D) to cool down  

(E) blend it (F) some black pepper and salt

p.21806 ⑴ While he talks a lot, he acts little.

 ⑵   While Paula was cooking, her uncle visited her 

house.

07 (A) clothes (B) With (C) other

08 to reduce

09 (A) hot tea (B) reduce the pain

10 looks → looks like

11 serve

12   They often drink a cup of warm gogol-mogol.
01  표의 단어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어법에 맞게 영작한 답이면 된다.

01 ③ 02 ① 

03 ⑴ added ⑵ held ⑶ mix 04 ⑤

05 They’re sweet and made with rice cake powder. 

06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07   It’s made with lots of vegetables, beef and anegg 

over rice.

08 ②, ⑤ 09 (C) - (B) - (A) 10 ⑤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④

17 ⑴ broke the speed limit, but alsomade an illegal

 ⑵ a guitar, while I wasinterested in

18 Onion milk 19 ⑤ 20 ②

21 They can add salt and pepper before eating. 

22 ① 23 ⑤ 24 ④ 25 ③

p.219~223

01  ‘ 표준  척도를  기준으로  한  물체의  온기  측정 ’은  ③ 

temperature(온도, 기온)를 가리킨다.

02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hile(~하는 동안, 반면에)이다.

03   (1) add 더하다, 첨가하다 (2) hold 열다, 개최하다 (3) mix 섞

다

04  ‘Could you say that again?’은 ‘다시 말해 주세요.’라는 뜻으

로 상대방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

현이다. 따라서 ⑤ ‘G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하기 위

해’이다.

05  be made with ~로 만들어지다 / rice cake powder 쌀가루

06  상대방에게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때 ‘~를 추천해 주시겠어요?’라

는 뜻을 가진 ‘Could you recommend ~?’를 사용할 수 있다.

07   be made with ~로 만들어지다 / lots of ~ 많은 ~

08  ② G가 B에게 한국 음식을 먹어 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⑤ G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09  (C)가 rasmalai를 먹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B)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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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A)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해 

주면서 덧붙여 설명해 주는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

럽다.

10  주어진 문장의 대명사 They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것이 중

요하다. 이때 복수형 대명사 they가 fantastic하다고 말했으므

로, 문맥상 the onion rings를 가리킨다.

11  ② ’누가 파티에 초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 대

화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12  ④ ‘제 여동생을 위한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Could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my sister?)라는 질문에 B

가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감동적이에요.’(Pardon 

me? The story is touching.)라는 대답은 문맥상 어색하다.

13   ‘not only ~ but also’ 구문의 영작이다. delicious와 too 

much가 병렬이 된 ①이 정답이다. ④는 Not only를 문두로 보

내 ①을 도치한 문장인데, too much 뒤의 is가 없다면, 옳은 문

장이 될 수 있다.

14  not only와 but also 뒤의 동사가 병렬이 되므로, 조동사 can이 

동시에 동사를 받는다. ①에서 solves의 s를 빼면 정답이 될 수 

있다. ①을 도치시킨 문장이 ③이다. 동사를 받는 Not only가 

문두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는 ‘도치’된다. 원형동사 solve가 바

르게 나왔다. ⑤는 but also 뒤에 he를 다시 썼기 때문에, 앞의 

can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적절하다.

15  접속사 while은 ‘~하는 동안’, ‘~하는 반면에’ 등으로 쓰인다. 

①, ②, ③, ⑤ 모두 ‘~하는 반면에’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④는 

‘~하는 동안’이다.

16  ①, ②, ③, ⑤ 모두 ‘~하는 동안’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④는 

‘~하는 반면에’이다. ‘Walter의 여자친구 Celine은 한국사를 

매우 좋아하는 반면에, Walter는 그렇지 않다.’

17   (1) 그 차는 속도 제한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불법 차선 변경도 

했다. (2) 그녀는 나에게 기타를 팔려고 했는데, 반면 나는 다른 

악기들에 관심이 있었다.

18  ‘양파 우유’를 가리킨다.

19   ‘왜 양파 우유가 감기에 좋은지’는 알 수 없다. ① It is very 

cold. ② They drink a cup of onion milk. ③ I need 

onion and milk. ④ It is to put chopped onion in milk 

and boil it over low heat for half an hour.

20  ⓐ: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인 반면에’, ③ 그렇지 않으면, 

④ ~이 아닌 한, 만약 ~이 아니면, ⑤ ~하는 한

21  막연한 사람을 나타내는 They를 주어로 하여 능동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2  ⓐ와 ①: 부사적 용법, ②, ④, ⑤: 명사적 용법, ③: 형용사적 

용법

23  고골모골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후식으로도 인기가 있다.’

24  ⓐ 음식들에 ‘대해’ 알아본 것이므로 about이 적절하다. ⓑ 

pour A into B: A를 B에 붓다

25  (A)와 ③: (음식의 양이) 돌아가다, ③ 이 한 접시면 배고픈 사람 

네 명에게 돌아간다[4인분이 된다]. ① (특히 다른 것을 구할 수 없

을 때 특정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적합하다], ② ~에 봉사하다, ~

을 섬기다, ④ ~에 근무[복무]하다, ⑤ (상점에서) 손님을 접대하

다, serve behind a counter: 점원으로 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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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ristmas Miracle

S

01 Miracle 02 the first year

03 were facing, had done 04 cold and wet 

05 all the more so 06 was heard coming 

07 carol 08 going on 

09 might be a trick 10 boldly looked out of 

11 One by one 12 What 

13 lit with lanterns 

14 one Christmas song after another 

15 by also singing 16 made them forget 

17 came out from 

18 whose aim, exchange greetings 

19 in several months 20 It truly was 

21 came 22 on both sides

23 in the no man’s land 24 such as 

25 sang carols 26 exchanged addresses 

27 unbelievable, about 28 between the two lines

29 had bike races 30 were at war 

31 Here we were 

32 like us, waiting to welcome

p.230~231

  1   A Christmas Miracle

  2   It was Christmas Eve in 1914, the first year of World 

War I.

  3   English soldiers were facing German soldiers from  

p.232~233

       their trenches as they had done for the last few 

months.

  4   The trenches were cold and wet.

  5   The soldiers were tired and missed their home, all 

the more so because it was Christmas.

  6   Suddenly, a familiar song was heard coming from 

the German trenches.

  7   It was a Christmas carol!

  8   What’s going on?

  9   It might be a trick to make them come out of the 

trenches.

10   A few English soldiers boldly looked out of their 

trenches.

11   One by one, other soldiers followed their example.

12 What they saw was a sight they never expected.

13   Along the German trenches, Christmas trees were 

standing lit with lanterns!

14   The German soldiers sang one Christmas song 

after another.

15   The English soldiers began to answer by also 

singing Christmas songs.

16   The warm lights and the Christmas carols made 

them forget they were on the front line.

17   Then a shout came out from the German side: 

“Happy Christmas! You no shoot, we no shoot!”

18   Soon, soldiers whose aim had been to kill each 

other just a few hours before began to exchange 

greetings.

19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months, the soldiers 

were able to spend a night in peace.

20 It truly was a silent night.

21   Christmas morning came.

22   Soldiers on both sides put down their weapons 

and came out of their trenches.

23   They met in the no man’s land between their 

trenches and shook hands.

24   They exchanged small gifts such as wine and 

cake.

25   They sang carols together.

26   Some even exchanged addresses and played 

football.

27   This unbelievable Christmas Day was written 

about in letters English soldiers sent home.

28   One soldier wrote, “On Christmas Day, English 

and German soldiers met between the two lines  

p.228

1 T 2 F 3 T 4 F

   확인문제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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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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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egin(시작하다)와 end(끝나다)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
이다. 따라서 familiar(익숙한, 친숙한)과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는 unfamiliar(익숙지 못한)이다.

02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03  (1) come out 나오다 (2) one by one 차례로 (3) have a 
talk 이야기하다

04  (1) trick 속임수 (2) silent 고요한 (3)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05  (1) each other 서로 (2) follow one’s example ~의 사례를 
따르다, 모범으로 삼다 (3) one after another 잇따라서

06   제일차 세계 대전은 World War부터 읽으면 ‘I’을 ‘One’으로 
읽고, ‘I’을 먼저 읽으면 ‘I’을 ‘the First’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07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이므로, 과거완료 ‘had done’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8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9  ‘사역동사 make+목적어+목적격 보어’ 구문에서 목적격 보어에
는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다.

11  독일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이어 불렀을 때. 영국 군인들
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화답하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처
음으로, 군인들은 ‘평화롭게’ 밤을 지낼 수 있었다. in peace = 
peacefully

01 quiet 02 ③ 

03 Although it is small, the kitchen is well designed.

04 ② 05 such as 06 ⑤ 

07 English soldiers 08 ②, ④

09 They were facing the German soldiers. 

10 ② 11 ③ 12 ③ 

13   soldiers whose aim had been to kill each other 

just a few hours before began to exchange 

greetings

14 ⑤ 15 changed → exchanged 

16 ⑤ 17 ②  

18 (A) unbelievable (B) between (C) like 19 ④ 

20   English soldiers heard a familiar song coming 

from the German trenches

21 English soldiers

22 looked out of their trenches

p.236~239

01  entire(전체의)와 whole(전체의, 모든)은 유사한 뜻을 가진 단
어들이다. 따라서 silent(고요한)와 유사한 뜻을 가진 quiet(조
용한)이다.

02  ③ aim은 ‘목표’라는 뜻이 아니라 ‘~를 겨냥하다’라는 뜻으로 사
용되었다.

03  although 비록 ~이긴 하지만

04  주어진 문장에서 light는 ‘불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 ③ 빛, ④, ⑤ 가벼운

05  such as ~와 같은

06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영영 
풀이가 가리키는 것은 ⑤ sight(광경)이다.

07  ‘영국 군인들’을 가리킨다.

08  ⓑ와 ②, ④: 계속 용법, ①, ⑤: 경험 용법, ③ 완료 용법

09  1914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 군인들이 그들의 참호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은 ‘독일 군인들’이었다.

10  (B)에서 그들이 무인 지대에서 만났다고 한 다음에 (A)에서 
그들이 작은 선물도 교환했다고 해야 하므로 (B) 다음에 (A)
가 이어지고 (C)의 ‘even exchanged addresses’는 (A)의 
‘exchanged small gifts’에 이어 ‘심지어 주소를 교환하기도 

01 unfamiliar 02 for the first time

03   ⑴ come out ⑵ one by one ⑶ have a talk

04 ⑴   They had to think of a trick to get past the 

teacher.

 ⑵ The early morning street was silent.

 ⑶   Lana shares a house with three other 

students.

05 ⑴ They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⑵   You have to follow the example of great 

scientists.

 ⑶   The marathon runners arrived at the finish line 

one after another.

06 World War One 또는 the First World War

07 had done 08 Because it was Christmas.

09 forgetting → forget 10 whose

11 (A) singing Christmas songs (B) peacefully

p.234~235

     and had talks.

29 We also had bike races.”

30   Another wrote, “We didn’t think that we were at 

war.

31   Here we were, enemy talking to enemy.

32   They were like us, with mothers, with friends, with 

wives who were waiting to welcome their men 

ho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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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이므로 (A) 다음에 (C)가 와야 한다. 그러므로 (B)-
(A)-(C)의 순서가 적절하다.

11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The thing 
which[that]’로 풀어 쓸 수 있다.

12  주어진 문장의 also singing Christmas songs에 주목한다. 
③번 앞 문장에서 ‘독일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이어 부
른 것’에 ‘영국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화답한 것’이
므로 ③번이 적절하다.

13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사람 또는 사물을 선행사로 
취하며 생략할 수 없다.

14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은 평화롭
게 밤을 지낼 수 있었다

15  몇몇은  심지어  주소를  ‘교환하기도’  했다고  해야  하므로 , 
changed를 exchange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change: 바
꾸다, exchange: 교환하다

16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얼마나 오래 축구를 했는지’는 대
답할 수 없다. ① They met on Christmas morning. ② 
They put down their weapons and came out of their 
trenches. ③ They met in the no man’s land. ④ They 
exchanged small gifts such as wine and cake, and 
some even exchanged addresses.

17  ⓐ 날짜 앞에는 ‘on’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에, ⓑ be at war: 전쟁[교전] 중이다

18  ( A )  이  ‘믿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하므로 
unbelievable이 적절하다.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B) ‘두 경계선 사이에서’ 만났으므로 between이 적절하다. 
among: (셋이상이 관련된 분배·선택 시) ~ 간에, ~ 중에서, 
between: (둘) 사이에, (C) 뒤에 ‘us’가 나오므로 like가 적절
하다. alike: 비슷한(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고, 서술적 용법
으로만 쓰임), like는 전치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

19  ‘크리스마스 후에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다시 싸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① It was written 
about in letters English soldiers sent home. ② They 
met between the two lines. ③ They had talks and bike 
races. ⑤ They thought the German soldiers were like 
them, with mothers, with friends, with wives.

20  문장의 주어인 a familiar song을 목적어로 바꾸고, 주격보어 
coming from the German trenches를 목적격보어로 바꿔
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1 ‘영국 군인들’을 가리킨다.

22  ‘차례차례 다른 군인들도 앞사람을 따랐다’는 것은 ‘다른 군인들
도 용감하게 자신들의 참호 밖을 내다보았다’는 뜻이다. one by 
one = one after another: 연달아, 차례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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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수단, 방법 02 주의, 집중 03 ∼ 아래에

04 의미 05 (긴장을) 늦추다, 휴식을 취하다 

06 면밀히, 밀접하게 07 잡지 08 밝은, 긍정적인

09 방울 10 감정 11 발랄한, 쾌활한

12 독립적인, 자립심이 강한 13 기사 

14 ∼을 관련[연결]시키다 15 성격 

16 보호 17 합리적인 18 다름, 차이점

19 의존적인 20 호기심이 있는 21 미루다, 연기하다

22 짜증이 난 23 유용한, 도움이 되는 

24 여러 가지의, 다양한 25 편한, 편안한 

26 인기 있는 27 세부 사항 28 현실적인 

29 상상, 상상력 30 차분한 31 주의 깊은 

32 큰 소리로 33 평화로운 34 줄이다 

35 매진된, 다 팔린 36 ∼을 다루다, ∼을 처리하다  

37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38 동시에, 함께 

39 다시 말하면 40 ∼와 연관되다 41 ∼와 관련되다

42 ∼에 따르면, ∼에 따라 

43 반면에, 한편으로는

p.02

01 article 02 situation 03 difference 

04 relax 05 magazine 06 creative 

07 emotion 08 drop 09 relate

10 independent 11 cheerful 12 comfortable

13 recipe 14 curious 15 reasonable

16 dependent 17 personality 18 various 

19 protection 20 imagination 21 calm

22 reduce 23 popular 24 detail

25 realistic 26 careful 27 peaceful

28 delay 29 express 30 closely

31 annoyed 32 meaning 33 means

34 opinion 35 in other words 36 deal with

37 get along 38 be related to 39 according to

40 have to do with 41 at the same time

42 on the other hand 

43 draw attention to oneself

p.03

1 reasonable, 합리적인  2 frightened, 겁먹은, 두려워하는  

3 recipe, 조리[요리]법  4 delay, 미루다, 연기하다  

5 calm, 차분한  6 comfortable, 편안한  

7 seat, 자리, 좌석  8 focus, 집중하다  9 reduce, 줄이다  

10 hopeful, 희망찬  11 attitude, 태도  

12 independent, 독립적인, 자립심이 강한  

13 express, 표현하다  14 difference, 다름, 차이점  

15 article, 기사  16 personality, 성격

p.04

Listen and Speak 1 Listen

1.   does, mean / nervous, frightened, doing

2. does,   mean / feel sad

3.   does, mean / means, look sad

4.   does, mean / means, give up

Listen and Speak 1 A

1.   How, doing / for / does, mean / means, happy, 

excited

2.   personality test, had to draw / According to, a lot, 

by, mine / do, mean / mean, open, other

Listen and Speak 2 Listen

1.   sold out / Are there, other seats / some tickets

2.   spicy, sweet / other sauces / only two

3.   would, like to, maybe / any other, too much sugar 

/ too

4.   the most popluar / other colors / lots, over here

Listen and Speak 2 A

1.   reading / says, change people’s feelings / 

surprising / For example, help us focus / useful 

colors / helps,     relax

2.   more, yourself, kinds of, other tests / calling to 

take, test / any time before

Real-Life Zone

what kind of, to try / like fun / afraid of, one of, 

spiders / dark places, without, on, mean / says, full 

of, That’s why, fill, with, scary things / about, 

anything, afraid of / big imagination / any other tests, 

take / a lot of

Wrap Up 1~2

blood type / an article, says / your personality / type 

A / with, calm, listeners, too

p.05~06

교과서 파헤치기

Listen and Speak 1 Listen

1.   G: What does “be in a cold sweat” mean?

p.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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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es. The color blue helps people relax.

2.   M:   EDPI Test Center. Do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yourself? We have many kinds of 

personality tests. If there are any other tests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we are here to 

help you.

    B:   Hi, I’m calling to take a personality test. Can I 

do one this afternoon?

    M:   Sure, you can come any time before 5 o’clock.

Real-Life Zone

Hajun:   Look! I found this test on an app that tells 

what kind of person you are. Do you want to 

try it?

Emma: Sure. Sounds like fun.

Hajun:   Okay, listen. What are you afraid of? Choose 

one of these: crowds, spiders, or dark places.

Emma:   I hate dark places. I cannot sleep without a 

night light on. What does that mean?

Hajun:   It says you are full of imagination. That’s why 

you fill dark places with all kinds of scary 

things.

Emma:  That’s very interesting. What about you? Is 

there anything you are afraid of?

Hajun:   I chose dark places too. But I don’t think I 

have a big imagination.

Emma:   This is fun. I want to do some more. Are there 

any other tests we can take?

Hajun: Sure. This app has a lot of them.

Wrap Up 1~2

B: What’s your blood type?

G: Type A. Why?

B:   I’m reading an article. It says that blood type tells 

something about your personality.

G: Wow. Then what does type A mean?

B:   People with blood type A are calm. They are good 

listeners, too.

    B:   It means “to be nervous or frightened before 

doing something.”

2. B: What does “feel blue” mean?

    G: It means “to feel sad.”

3.   G: What does “have a long face” mean?

    B: It means “to look sad.”

4.   B: What does “throw up one’s hands” mean?

    G: It means “to give up.”

Listen and Speak 1 A

1.   G: Hi, Jack! How are you doing?

    B:   I’m on cloud nine! I got a concert ticket for my 

favorite band.

    G: What does “on cloud nine” mean?

    B: It means I’m really happy and excited.

2.   G:   I took a personality test today. I had to draw a 

house.

    B: A house?

    G:   Yeah. According to the test, you can tell a lot 

about a person by their drawing. Here’s mine.

    B:   Interesting. So what do these big windows 

mean?

    G: They mean I’m open to other people.

Listen and Speak 2 Listen

1.   M:   Sorry. The tickets for the blue zone are all sold 

out.

    G: Are there any other seats?

    M: Yes, we have some tickets for the red zone.

2.   W:   What would you like on your hot dog? We have 

spicy sauce and sweet sauce.

    B: Are there any other sauces?

    W: Sorry. Those are the only two we have.

3.   M: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A soft drink 

maybe?

    G:   Are there any other drinks? Soft drinks have too 

much sugar in them.

    M: We have apple juice too.

4.   W: This is the most popluar cap in our store.

    B: Are there any other colors?

    W:   Sure, we have lots more. They’re over here. I’ll 

show you.

Listen and Speak 2 A

1.   B: Jane, what are you reading?

    G:   I’m reading an interesting magazine. It says 

colors  can change people’s feelings.

    B: That’s surprising.

    G:   Yes. For example, the color red can help us 

focus better.

    B: Are there any other useful colors?

01 Everything, do says something 

02 wear, even, raise, kind

03 things, draw, much different 

04 What, how, related, personality

05 using various, better understand 

06 One, those tests, test 07 Study, below 

08 person, holding, light rain 

09 other hand, heavy, no 

p.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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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verything, says something 

02   use, wear, even, raise, what kind of person you 

are

03 draw, much  

04 What, how, are related to, personality

05 have been using, to better understand 

06 One, those tests 07 Study, below 

08 holding, light 

09 On the other hand, heavy, no 

10 there are, above 11 differences mean 

12 stress, who, under 

13 The bigger, the more heavily, the bigger 

14 waiting, happen, hopeful, future 

15 Second, protection, stressful situation 

16 big, shows, a lot of plans, protection 

17 drawing, means, deal with difficult situations 

18 Third, details, have to do, attitude 

19 example, who, without, attention, himself, herself

20 who, right, is ready to meet 

21 hand, may, worried, happened 

22 possible meanings, part, drawings 

23 back, look at 24 reading, yourself 

25 what kind, drew each one 26 opinion

p.11~12

  3   당신이 그리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4   당신이 무엇을 그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당신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5   의사들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그림 그리기 

검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6   이런 검사들 중 하나는 빗속의 사람 그리기 검사입니다.

  7   아래의 그림들을 연구해 봅시다.

  8   A 그림 속의 사람은 가벼운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9   반면에, B 그림 속의 사람은 거센 빗속에서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   또한, 검은 구름들이 B 그림의 사람 머리 위에 있습니다.

11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2   첫 번째, 비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13   빗방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혹은 비가 더 세게 내리면 

내릴수록 스트레스는 더 큽니다.

14   구름은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구름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래에 대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5   두 번째, 우산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호 기제를 의미합니다.

16   큰 우산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은 계획이나 보호 기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17   만약 그림에 우산이 없다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어떤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8   세 번째, 그림 속 사람의 세부적인 것들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9   예를 들어, 얼굴이 없는 사람을 그린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   사람을 종이의 오른쪽에 그린 사람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1   반면에, 사람을 왼쪽에 그린 사람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 이것들은 그림 각 부분의 가능한 의미 풀이 중 일부입니다.

23 이제, 돌아가서 두 그림을 보세요.

24 그 그림들을 스스로 읽으려고 시도해 보세요.

25 당신은 각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26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10 there, dark, above, person 

11 What, differences mean 

12 rain, stress, who, under 

13 bigger, drops, heavily, falling 

14 waiting, happen, hopeful, future 

15 Second, protection, stressful situation 

16 big, shows, plans, protection 

17 drawing, means, deal with 

18 details, have, with, attitude 

19 example, draws, without, attention

20 right side, ready to 

21 hand, may, worried, happened 

22 possible meanings, part, drawings 

23 go back, at look 24 Try reading, yourself 

25 what kind, each one 26  your opinion

  1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에 대해 말해 줍니다.

  2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당신이 입는 옷, 그리고 당신이 기르는 

애완동물까지도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여 줍니다.

p.13~14

  1   Everything you do says something about you.

  2   The language you use, the clothes you wear, and 

even the pets you raise somehow show what kind 

of person you are.

  3   The things you draw are not much different.

  4   What you draw and how you draw it are related to 

your personality.

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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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octors have been using various drawing tests to 

better understand people.

  6   One of those tests is the Draw-a-Person-in-the-

Rain (DAPR) test.

  7   Study the pictures below.

  8   The person in Drawing A is holding an umbrella in 

a light rain.

  9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in Drawing B is in a 

heavy rain and has no umbrella.

10   Also, there are dark clouds above the person in 

Drawing B.

11   What can these differences mean?

12   First, the rain shows the stress the person who 

drew the picture is under.

13   The bigger the drops are or the more heavily the 

rain is falling, the bigger the stress is.

14   The clouds mean problems waiting to happen, so 

a big cloud shows the drawer is not very hopeful 

about the future.

15   Second, the umbrella means the protection the 

person has in a stressful situation.

16   A big umbrella shows that the drawer has a lot of 

plans or protection.

17   If there’s no umbrella in the drawing, the drawer 

does not have any means to deal with difficult 

situations.

18   Third, the details in the drawing of the person 

have to do with the drawer’s attitude under stress.

19   For example, someone who draws a person 

without a face does not want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himself or herself.

20   Someone who draws the person on the right side 

of the paper is ready to meet the future.

21   On the other hand, someone who draws the 

person on the left side may be worried about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the past.

22   These are some of the possible meanings of each 

part of the drawings.

23   Now, go back and look at the two drawings.

24 Try reading them yourself.

25   Can you understand what kind of person drew 

each one?

26 What’s your opinion?

Before You Read

1. closely related to what

2. When, draw, shows your feelings

3. In other words, can be expressed

4. Therefore, find out, pay careful attention to

Writing Workshop

1. have been doing, different kinds of

2. had to talk about, own personalities

3. saw myself, shy, friendly

4. What, said, quite different

5. active, curious, get along well with, lots of clubs

Wrap Up 3~4

1. need to go, no train tickets left

2. any other ways

3. take a bus, comfortable

4.   do that

p.19

Before You Read

1.   A picture is often closely related to what you’re 

feeling in your mind.

2.   When you draw a picture, it shows your feelings.

3.   In other words, your various feelings can be 

expressed through pictures.

4.   Therefore, you can find out other people’s feelings if 

you pay careful attention to their drawings.

Writing Workshop

1.   This year, we have been doing a lot of different 

kinds of activities at school.

2.   Today, we had to talk about our own personalities 

and then talk about a friend’s personality.

3.   I saw myself as shy and friendly.

4.   What my friend said about me was quite different.

5.   She said I am active and curious because I get 

along well with others and am in lots of clubs.

Wrap Up 3~4

1.   G:   I need to go to Daegu today, but there are no 

train tickets left.

2.   Are there any other ways to get there?

3.   B: You can take a bus. It’s fast and comfortable.

4.   G: That’s a great idea. I’ll do that.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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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ccount, 은행 계좌  16 scratch, 긁힌 자국

6

01 광고 02 성급한 03 몇몇의 

04 범주, 부류 05 앞으로 06 그러나, 하지만 

07 갑자기 08 언급 09 ~을 통해 

10 긁힌 자국 11 연락, 접촉 12 추천하다

13 ~처럼 보이다, ~인 것 같다 14 구매자

15 고객 16 결국에 17 배달하다 

18 예금 19 은행 계좌 20 아마도 

21 매력적인 22 기대 23 보통, 보통 때는 

24 식료품, 식료품점 25 묘사 26 욕심 많은 

27 깨닫다 28 할인 판매 29 훌륭한, 탁월한 

30 빌려주다 31 (무례나 실수 등을) 용서하다

32 각도 33 실내의 34 중고의 

35 ~만큼 좋은 36 ~에 비교해서 37 밀어 내리다

38 하루 종일 39 ~을 건네주다 40 ~의 수/숫자 

41 ~을 요청하다 42 다른 각도에서 43 ~에 좋은

p.21

01 account 02 scratch 03 maybe 

04 savings 05 normally 06 accept 

07 posting 08 greedy 09 comment 

10 through 11 used 12 seem 

13 advertisement 14 recommend 15 ahead 

16 description 17 angle 18 suddenly 

19 realize 20 buyer 21 grocery 

22 category 23 deliver 24 excuse 

25 contact 26 hasty 27 customer 

28 attractive 29 expectation 30 finally

31 indoors 32 mix 33 several 

34 post 35 grow up 36 ask for 

37 get a reply 38 as good as ~ 39 hand over 

40 good for ~ 41 a whole day 42 push down 

43 compared to ~

p.22

1 used, 중고의  2 excuse, 용서하다  3 ugly, 못생긴  

4 normally, 보통, 보통 때는  5 comment, 언급  

6 search, 찾다, 검색하다  7 accept, 받아들이다  

8 expectation, 기대  9 contact, 연락, 접촉  

10 lend, 빌려주다  11 sink, 가라앉다  12 savings, 예금  

13 act, 행동하다  14 experience, 경험  

p.23

Listen and Speak 1 Listen

1.   mind, lean / at all

2. mind / don’t

3.   change seats / with

4.   shut / ahead

Listen and Speak 1 A-1

Excuse, return / why, to return / dirt, haven’t, worn / 

mind, a look / all, Here

Listen and Speak 1 A-2

What / open, should / fill out, form / use / at all

Listen and Speak 1 B-1

lean / at all

Listen and Speak 1 B-2

Do, mind, seats

Listen and Speak 1 B-3

Do, eat / ahead

Listen and Speak 2 Listen

1.   look around / afraid, open

2. pictures during / afraid, can’t, disturb other

3.   Can, anywhere / afraid

Listen & Speak 2 A-1

Look, Let’s check / can’t, inside / haven’t finished, 

yet / first, can

Listen & Speak 2 A-2

come / afraid / That’s, special, various games / 

heard, going, then / Let’s, together

Listen & Speak 2 B-1

around / open only

Listen & Speak 2 B-2

Can, use / sorry, only, online orders

Listen & Speak 2 B-3

Can / can’t, on

Real-Life Zone

to find, mind, take / at all, favorites / looking, over, lend 

/ afraid, Actually / okay / used, online / Used 

bookstores, thought, idea / together, think / cheap, get

Wrap Up 1-2

mind, a look / Not, called, bought / putting / means, 

bringing / interesting, where, get / afraid, contact 

with

Wrap Up 3~4

some, place to buy / been, lots of / never been / 

about / afraid, What / fine

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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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et’s finish our drinks first. Then we can go inside.

Listen & Speak 2 A-2

G:   Minho, can you come with us to the game expo 

this Sunday?

B:   I’d love to, but I’m afraid I can’t. I have an 

important test next week.

G:   That’s too bad. They’re having a special show of 

various games.

B:   Yeah, I’ve heard it’s really great. What about going 

with me next Saturday then?

G:   Sure. Let’s go together next Saturday.

Listen & Speak 2 B-1

A: Can I look around the stage?

B:   I’m sorry. I’m afraid you can’t. It’s open only for 

the actors.

Listen & Speak 2 B-2

A: Can I use this coupon?

B:   I’m sorry. I’m afraid you can’t. The coupon is only 

for online orders.

Listen & Speak 2 B-3

A: Can I seat anywhere I want?

B:   I’m sorry. I’m afraid you can’t. Your seat number is 

on your ticket.

Real-Life Zone

Ben:   Wow! This comic book is really hard to find.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at it?

Dana:   Not at all. It’s one of my favorites. I’ve read it 

maybe a hundred times.

Ben: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it. Can you lend it 

to me?

Dana:   I’m afraid I can’t. Actually, it’s not mine. It’s my 

sister’s. Sorry.

Ben:   Oh, that’s okay. I understand.

Dana:   You know, if you really want it, you should 

check used bookstores online.

Ben:   Used bookstores online? I’ve never thought of 

that. That’s a good idea.

Dana:   Let’s look together. Oh, here’s one! It says it’s 

“like new.” What do you think?

Ben: Great! And it’s cheap! I’ll get it. Thanks!

Wrap Up 1-2

B:   The toy on your desk is so cute.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at it?

G:   Not at all. It’s called a maneki-neko, or a good 

luck cat. My friend bought it for me when she 

went to Japan.

B: Why is it putting its hand up?

G: That means it is bringing you money.

Listen and Speak 1 Listen

1.   M: Do you mind if I lean my seat back?  

G: No, not at all.

2.   B: Mom do you mind if I use your smartphone?  

W: I don’t mind.

3.   G: Do you mind if I change seats with you?  

B: I’m sorry. I’m with my friend.

4.   B: Do you mind if I shut the blinds?  

G: No, go ahead.

Listen and Speak 1 A-1

B: Excuse me. I want to return these sneakers.

W: Okay. Can I ask why you want to return them?

B:   There’s dirt on them and I haven’t even worn them 

yet.

W: Do you mind if I have a look?

B: Not at all. Here.

Listen and Speak 1 A-2

M: What can I help you with?

G: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What should I 

do?

M: First,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G: Sure. Do you mind if I use your pen?

M: Not at all.

Listen and Speak 1 B-1

A: Do you mind if I lean my seat back?

B: No, not at all.

Listen and Speak 1 B-2

A: Do you mind if I change seats with you?

B: No, not at all.

Listen and Speak 1 B-3

A: Do you mind if I eat this snack here?

B: No, go ahead.

Listen and Speak 2 Listen

1.   G: Can I look around the stage?  

M:   I’m sorry. I’m afraid you can’t. It’s open only for 

the actors.

2.   B: Can I take pictures during the play?  

W:   I’m sorry. I’m afraid you can’t. It can disturb 

other people.

3.   B: Can I sit anywhere I want?  

M:   I’m afraid you can’t. Your seat number is on 

your ticket.

Listen & Speak 2 A-1

G:   Look! This jacket is really cute. Let’s check out 

this store.

B: Wait, I’m afraid we can’t take our drinks inside.

G: But I haven’t finished mine yet.

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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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ally? That’s interesting. Could you ask your 

friend where she got it? I’m going to Japan next 

week and I’d like to get one.

G: I’m sorry. I’m afraid I can’t. I lost contact with her.

Wrap Up 3~4

B:   I want to buy some traditional Korean gifts for my 

friends. Where’s a good place to buy them?

G:   Have you been to Insa-dong? They have lots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there.

B: No, I’ve never been there.

G: How about I take you there this Friday afternoon?

B:   Oh, I’m afraid I can’t. I have other plans. What 

about Saturday?

G: That’s fine with me.

01 First Online Sale 

02 rides, bike, every day

03 taller and stronger, year 04 become too, for, one

05 However, enough, savings account 

06 What can, do 

07 Suddenly, had an idea 08 almost as good, one 

09 Maybe, sell, add, money 10 acted fast 

11 posted, with, comment, excellent 

12 excited, thinking, planned, buy 

13 himself riding, shiny new 

14 could, wait, reply, advertisement 

15 Every, minutes, checked, hits 

16 As, went up, expectations 

17 passed, whole, received, texts 

18 Nobody seemed, bike 

19 postings, pushed, post down

20 heart, to sink 

21 wrong with, postings 

22 bike, attractive enough 

23 searched on, tips, sell 

24 realized what, done wrong 

25 been, hasty, greedy 

26 enough information, possible buyers 

27 compared to, price, high 

28 wrote, posting, longer description 

29 added, from different angles 

30 kept indoors, like, scratches 

31 got several texts 

32 Sadly, asked, lower price 33 to accept, sold, for 

34 buyer, handed over, needed  

p.30~31

01 Online Sale 

02 rides his bike, every day

03 taller and stronger 

04 too small for him, bigger, faster

05 enough money, savings account 

06 What 

07 Suddnely, had an idea 08 almost as good as 

09 add the money 10 acted fast 

11 posted, with a short comment, Used bike, text 

12 thinking about 13 himself riding, shiny 

14 could not wait, advertisement 

15 Every few minutes 

16 As, went up, went up 

17 finally, whole day, received no texts 

18 Nobody seemed 

19 postings, pushed his post down

20 to sink 21 wrong with 

22 attractive enough 

23 for tips on how to sell 

24 what he had done wrong 25 hasty, greedy 

26 possible buyers 

27 compared to, price, high 

28 with a longer description 

29 added, from different angles 

30 kept indoors, scratches 31 several texts 

32 asked for, lower price 33 to accept, finally, for 

34 handed over 35 could get 

36 both happy and sad 

37 go, himself, grown up, through the experience

p.32~33

35 could get, new bike 36 felt both happy, sad 

37 himself, grown, through, experience

  1   세윤이의 첫 온라인 판매

  2   세윤이는 매일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3   세윤이는 자신의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그는 올해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4   그의 자전거는 그에게 너무 작아져서, 그는 더 크고 더 빠른 

자전거를 사기를 원합니다.

  5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금 계좌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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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갑자기, 세윤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8   “내 오래된 자전거는 거의 새것과 다름없이 좋아.

  9   아마 나는 그것을 팔고 새것을 사기 위한 돈에 보탤 수 있을 거야.”

10   그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11   그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자전거 사진을 찍었고, 짧은 설명과 

함께 온라인 장터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훌륭한 상태의 중고 

자전거. 겨우 십만 원. 문자 주세요.”

12   세윤이는 자신이 구입하려고 계획한 자전거에 대해 생각하며 

신이 났습니다.

13   그는 자신이 빛나는 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14   세윤이는 자신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것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15 몇 분마다 그는 조회 수를 체크했습니다.

16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의 기대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17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루가 지났지만 

세윤이는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18 아무도 그의 자전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   다른 사람들의 새 게시물이 그의 게시물을 리스트에서 

밀어냈습니다.

20 세윤이의 가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21 ‘내 포스팅에 무슨 문제가 있지?

22 내 자전거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한가?’

23   세윤이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24 곧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25 세윤이는 너무 성급했고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26   그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27   또한, 다른 자전거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가격은 너무 

높았습니다.

28   세윤이는 자신의 자전거에 대한 더 긴 묘사가 있는 새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29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30   “24인치 자전거, 훌륭한 상태. 항상 실내에 보관했음. 새것처럼 

탐. 스크래치 매우 적음. 12-14세에게 좋음. 8만 원.”

31 이번에 그는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2   애석하게도, 그들은 모두 더 낮은 가격을 요청했습니다.

33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마침내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칠만 원에 팔았습니다.

34   세윤이는 구매자를 만나 자전거를 건네주고, 그가 필요했던 

돈을 받았습니다.

35 이제 세윤이는 새 자전거를 살 수 있습니다.

36   그는 기쁘고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37   세윤이는 자신의 오래된 자전거가 떠나는 것을 봐서 슬펐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한 것이 

기뻤습니다.

  1   Seyun’s First Online Sale.

  2   Seyun rides his bike to school every day.

  3   He likes his bike, but he is taller and stronger this 

year.

  4   His bike has become too small for him, so he 

wants to buy a bigger, faster one.

  5   However, he does not have enough money in his 

savings account.

  6   What can he do?

  7   Suddenly, Seyun had an idea.

  8   “My old bike is almost as good as a new one.

  9   Maybe I can sell it and add the money to buy a 

new one.”

10 He acted fast.

11   He took a photo of his bike with his smartphone 

and posted the picture, with a short comment, on 

an online market : “Used bike in excellent 

condition. Only 100,000 won. Please text me.”

12   He was excited, thinking about the bike he 

planned to buy.

13 He could see himself riding the shiny new bike.

14   He could not wait to get a reply to his online 

advertisement.

15 Every few minutes he checked the number of hits.

16   As the number of hits went up, his expectations 

went up too.

17   One hour passed, then two, and finally a whole 

day, but he received no texts.

18 Nobody seemed to want his bike.

19   New postings by other people pushed his post 

down the list.

20 His heart began to sink.

21 “What’s wrong with my posting?

22 Is my bike not attractive enough?”

23   He searched on the Internet for tips on how to sell 

online.

24 Then he realized what he had done wrong.

25 He had been too hasty and too greedy.

26   He had not given enough information to the 

possible buyers.

27   Also, when compared to other bicycles, his price 

was too high.

28   He wrote a new posting with a longer description 

of the bike.

29   He added more photos to show his bike from 

different angles.

30   “Twenty-four inch bicycle. Excellent condition.  

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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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kept indoors. Rides just like new. Very few 

scratches. Good for someone 12-14 years old. 

80,000 won.”

31 This time he got several texts.

32 Sadly, they all asked for a lower price.

33   It was hard to accept at first, but finally he sold his 

bike for 70,000 won.

34   He met the buyer, handed over his bike, and got 

the money he needed.

35 Now he could get a new bike.

36 He felt both happy and sad.

37   He was sad to see his old bike go, but he was 

happy with himself because he had learned a lot 

and grown up a bit through the experience.

After You Read B

1. who posted a bike for sale

2. me

3. check, to see, as you wrote

4. has, few scratches, ugly

5. Let, check, seems good enough

6. Perfect

7. By the way, why you want to sell

8.   grown more than, this year, too small for me

9. see

Writing Workshop

1. If, are looking for, would be perfect

2. as cheap as, on sale

3. bought one, it

4.   would advise, to buy a bigger size, what you usually 

buy

5.   Even though, the same, as what, normally wear, too 

small for

Wrap Up 7

1. September 8th

2. Last spring, with my grandfather

3. visited, watered the potatoes often

4. had never planted, before

5. dug some of

6. looked as good as, there were

7. can take some of, to the market, sell

8. will be really exciting

p.40

After You Read B

1. Buyer:   Hello? Are you the one who posted a bike 

for sale?

2. Seyun: Yes, that’s me.

3. Buyer:   Can I check your bike to see if it’s in good 

condition as you wrote?

4. Seyun:   Sure. It has very few scratches but nothing 

ugly.

5. Buyer:   Let me check.... Yeah, it seems good 

enough.

6. Seyun: Perfect!

7. Buyer:   By the way, can I ask why you want to sell 

this bike?

8. Seyun:   I’ve grown more than 10 cm this year, so it’s 

too small for me now.

9. Buyer: Oh, I see.

Writing Workshop

1.   If you are looking for a new swimming suit, this one 

would be perfect. It is beautiful.

2.   Also, it is as cheap as the one that is on sale.

3.   I bought one, and I really like it.

4.   However, I would advise you to buy a bigger size 

than what you usually buy.

5.   Even though I had ordered the same size as what I 

normally wear, it was too small for me.

Wrap Up 7

1.   September 8th, Monday

2.   Last spring, I planted some potatoes with my 

grandfather in his garden.

3.   I visited the garden and watered the potatoes 

often.

4.   I had never planted potatoes before. It was fun.

5.   Today, my grandfather and I dug some of the 

potatoes.

6.   They looked as good as the ones you see in the 

market, and there were so many of them.

7.   My grandfather says we can take some of them to 

the market and sell them!

8.   That will be really exciting.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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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cessary, 필수적인  8 couch, 소파, 긴 의자  

9 repair, 수리하다  10 roof, 지붕  11 breathing, 호흡, 숨  

12 especially, 특히, 특별히  13 prevent, 막다  

14 amount, 양, 총계  15 product, 생산물, 상품  

16 balance, 균형을 잡다

7

01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세심한 02 판유리 

03 놀랍게도 04 바삭한 05 아마, 어쩌면 

06 삼키다 07 결과 08 돌리다, 비틀다 

09 막다 10 환상적인 11 수리하다 

12 압력 13 알아채다, 의식하다 

14 수증기, 김 15 끓기; 끓이다 

16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17 죽음

18 비상사태 19 양, 총계 20 지붕

21 균형; 균형을 잡다 22 호흡, 숨 23 특히

24 소파, 긴 의자 25 필수적인 26 최근에 

27 ~ 모양의 28 숨기다, 숨다 29 뚜껑 

30 안개; 수증기가 서리다 31 회사, 동료 

32 ~을 야기하다; 원인 33 생산물, 상품 

34 유용한, 도움이 되는 35 점점 커지다

36 A가 ~하는 것을 방지하다 37 끓어 넘치다 

38 안개로 흐려지다, 김이 서리다 39 내보내다 

40 주위를 둘러보다 41 ~로 구성되다 42 ~의 결과

43 거쳐 지나가다, 통과하다

p.42

01 surprisingly 02 twist 03 hide 

04 crispy 05 notice 06 pane 

07 hidden 08 breathing 09 swallow 

10 couch 11 helpful 12 repair 

13 death 14 recently 15 shaped 

16 product 17 emergency 18 amount 

19 pressure 20 lid 21 carefully 

22 boil 23 especially 24 prevent 

25 balance 26 fog 27 careful 

28 necessary 29 result 30 perhaps 

31 cause 32 company 33 roof 

34 steam 35 boil over 36 let out 

37 the result of ~ 38 look out 39 pass through

40 look around 41 keep A from -ing 

42 be made up of 43 in an emergency 

p.43

1 recently, 최근에  2 swallow, 삼키다  

3 helpful, 유용한, 도움이 되는  4 notice, 알아채다, 의식하다  

5 normally, 보통, 보통 때는  6 emergency, 비상사태  

p.44

Listen and Speak 1 Listen

1.   picture, those / invented

2. why, front / sold, repaired

3.   what, looked / looked like

4.   wonder, tried / tested

Listen and Speak 1 A-1

invention, cook without electricity / possible, how it 

works / sunlight / helpful

Listen and Speak 1 A-2

Have, heard, shaped, Most, tall, wondering how 

people moved, searched, learned, ropes, amazing

Listen and Speak 1 B-1

who / invented

Listen and Speak 1 B-2

looked like / model, like

Listen and Speak 1 B-3

wonder, country, from / from

Listen and Speak 2 Listen

1.   What, with / Let, Maybe

2. How, float / pushes, up

3.   move / see, with

4.   with / pictures

Listen & Speak 2 A-1

Look, going up quickly / pass, increases / mean / 

Let, step, made, amount / amazing

Listen & Speak 2 A-2

field, Invention / creative inventions / excited, 

planning / Good, Let, museum / Let’s, started

Listen & Speak 2 B-1

What, with / Let, see, play

Listen & Speak 2 B-2

with / see, from

Listen & Speak 2 B-3

What, with / send text messages

Real-Life Zone

these / why, little holes / think, maybe, make, look 

tastier / possible, must, reasons / look, what / says 

during, through, thin / make, crispy / why

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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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Up 1-2

what, going / sounds, that, Saturdays, what they are 

/ advertisement, Here / say / says / both, fantastic / 

call, what

Wrap Up 3~4

invention competition / sounds / enter, ideas / when, 

competition is / from / wonder, have / talk, science

Listen and Speak 1 Listen

1.   G:   Look at this picture. I wonder who those men 

are.

    B:   They’re the Wright brothers. They invented the 

airplane.

2. G:   I wonder why they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bicycle shop.

    B:   They had a bicycle shop. They sold and 

repaired bicycles.

3.   G: I wonder what the first plane looked like.

    B: Look! There is a model. It looked like a big bird.

4.   G:   I wonder where they first tried to fly their 

airplane.

    B:   They tested their airplane on a hill in North 

Carolina.

Listen and Speak 1 A-1

B:   Look at this invention. It can help us cook without 

electricity.

G: Is that possible? I wonder how it works.

B: It uses sunlight to cook food.

G:   Wow.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when you go 

camping.

Listen and Speak 1 A-2

B:   Hi, class.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Moai? 

They are tall, human-shaped stones in Chile. Most 

of the stones are four meters tall, but the tallest 

one is 20 meters tall. I was wondering how people 

moved them long ago. So I searched the Internet 

and learned that they used ropes. Isn’t that 

amazing?

Listen and Speak 1 B-1

A: I wonder who those men are.

B:   They’re the Wright brothers. They invented the 

airplane.

Listen and Speak 1 B-2

A: I wonder what the first plane looked like.

B: Look! There is a model. It looked like a big bird.

p.48~50

Listen and Speak 1 B-3

A: I wonder what country they’re from.

B: They’re from the U.S.

Listen and Speak 2 Listen

1.   G: What can we do with these VR glasses?

    B: Let me see.... Maybe we can play soccer.

2. B: How does the ball float in the air?

    G: Let me see.... I think air pushes the ball up.

3.   G: How does this train start to move?

     B:   Let me see.... I think you can move it with a 

smartphone app.

4.   B: What can we do with this drone?

    G:   Well, let me see.... Maybe we can take pictures 

from the sky.

Listen & Speak 2 A-1

G: Look at the number. It’s going up quickly.

B: When people pass by, the number increases.

G: Oh, you’re right. What does the number mean?

B:   Let me see.... Oh, when people step on the floor, 

energy is made. It shows the amount of energy 

that is made.

G: Wow, that’s amazing!

Listen & Speak 2 A-2

G:   We’re going on a field trip tomorrow to the 

Invention Museum.

B: I’ve heard that it has a lot of creative inventions.

G:   That’s why I’m so excited. How about planning 

the tour before we go?

B:   Good idea. Let me see.... I have the school letter 

and a map of the museum.

G: Perfect. Let’s get started.

Listen & Speak 2 B-1

A: What can we do with this VR glasses?

B: Let me see… We can play soccer.

Listen & Speak 2 B-2

A: What can we do with this drone?

B: Let me see… We can take pictures from the sky.

Listen & Speak 2 B-3

A: What can we do with the smart watch?

B: Let me see... We can send text messages.

Real-Life Zone

G: I like these crackers. They’re really good.

B:   Yeah, me, too. I wonder why crackers have these 

little holes in them.

G:   I don’t know. Let me think.... Um ... well ... maybe 

it’s because the holes make the crackers look 

tastier.

B:   That’s possible, but there must be som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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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G:   Let’s look up crackers on the Internet and see 

what it says.

B: Okay. Oh, look at this.

G:   It says during baking, steam comes out through 

the holes and that makes the crackers thin.

B:   It also says that the holes make the crackers 

crispy.

G: Wow! So that’s why they have holes!

Wrap Up 1-2

B:   Hi, Kate. Today’s Saturday, so what about going 

to the Einstein Science Park today?

G: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I heard that they 

have special programs on Saturdays. I wonder 

what they are.

B:   Let me see.... I saw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Here it is.

G: What does it say?

B:   It says that today they have two shows: the Smart 

Design Show and the International Drone Show in 

Einstein Hall 101.

G: They both sound fantastic.

B: I’ll call them and ask what time they start.

Wrap Up 3~4

G:   John, look. The school is having an invention 

competition.

B: Really? That sounds interesting.

G:   Yeah. You should enter that. You always have 

great ideas.

B: Does it say when the competition is?

G:   Let me see.... It says it’s November 11. That’s two 

weeks from today.

B:   I wonder what I have to do to enter the competition.

G:   It says here you should talk to Mr. Harrison, the 

science teacher.

01 Hidden Holes 

02 Think, hole, seen recently

03 Was, good, or, bad 04 If, hole, sock, bad

05 hole, for, button, good 

06 There, holes everywhere 07 so, may, even notice 

08 hidden, make, life safe 09 Take, pen 

10 Look at, carefully 11 small hole, cap 

12 why it is there 13 hole, help save lives 

14 especially, put, like, in  

p.51~52

01 Hidden 02 have seen recently

03 good, bad 04 in your sock

05 for a button 06 There, everywhere 

07 so small, notice 

08 well hidden, make your life safe 

09 Take 10 Look at, carefully 

11 a small hole 12 why it is there 

13 help save lives 14 put, like, in 

15 Sometimes, swallow them 

16 stop their breathing, cause death 

17 putting a small hole 

18 lets, pass through, saved lives 

19 look around, play a helpful role 

20 with a lid, noticed, lid 21 for safety 

22 When cooking, pressure, builds up 

23 boil over 

24 steam out, keeps, from coming 

25 Have, been 

26 Wasn’t it exciting, look out 

27 Surprisingly

28 are made up of 29 in the middle pane

30 balances, air pressure 

31 Without, little hole, in an emergency 

32 prevents, from fogging up, fantastic view 

33 that have, hidden holes 34 why it is there 

p.53~54

15 Sometimes, even swallow 

16 stop, breathing, cause death

17 famous, company, putting, hole 

18 lets, pass through, lives 

19 look around, helpful role 

20 with, lid, perhaps, noticed 21 hole, too, safety 

22 cooking, pressure, builds up 

23 inside, boil over, hole 

24 out, keeps, from coming 25 Have, ever been on 

26 Wasn’t it exciting, below 

27 Surprisingly, there was, in

28 are made up of 29 in the middle pane

30 balances, air pressure 

31 Without, little, break, emergency 

32 prevents, from fogging up 

33 more products, hidden holes 

34 why it is there 

35 result, careful, life 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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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he result, to make your life safer

  1   숨겨진 구멍들

  2   여러분이 최근에 본 구멍에 대해 생각해 보라.

  3   그것은 좋은 구멍이었는가, 아니면 나쁜 구멍이었는가?

  4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양말에 있는 구멍이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었다.

  5   만약 그것이 단추를 위해 셔츠에 있는 구멍이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6   구멍은 어디에나 있다.

  7   어떤 것들은 너무 작아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8   그것들은 잘 숨겨져 있지만, 이 작은 구멍들 중 많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해 준다.

  9   펜을 꺼내라.

10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

11   뚜껑에 작은 구멍이 보이는가?

12   여러분은 왜 거기에 구멍이 있는지 아는가?

13   펜 뚜껑에 있는 구멍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4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종종 펜 뚜껑 같은 작은 것들을 그들의 

입에 넣는다.

15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삼키기도 한다.

16   이것은 그들의 호흡을 막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17   유명한 펜 회사가 자사의 펜 뚜껑에 작은 구멍을 넣기 

시작했다.

18   뚜껑에 있는 그 구멍은 공기를 통하게 해 주고 생명들을 

구했다.

19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본다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른 구멍들을 보게 될 것이다.

20   만약 여러분이 뚜껑 있는 냄비에 어떤 것을 요리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뚜껑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다.

21 이 구멍 역시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22   뚜껑이 있는 냄비에 무언가를 요리할 때, 냄비 안쪽의 압력이 

상승한다.

23   만약 뚜껑에 그 구멍이 없다면, 그 안의 물은 금방 끓어 넘칠 

것이다.

24   그 구멍이 수증기를 나가게 해 주고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것을 

막아 준다.

25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있는가?

26   창밖을 내다보고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신나지 

않았는가?

27 놀랍게도, 여러분의 창문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다.

28 비행기 창문은 세 개의 유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29 그 중간 유리판에 구멍이 있다.

p.55~56

30 그것은 기압의 균형을 맞춰 준다.

31 이 작은 구멍이 없다면, 비행기 창문은 비상시에 깨질 수 있다.

32   그 구멍은 또한,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 준다.

33 숨겨진 작은 구멍들이 있는 더 많은 제품들이 있다.

34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서 작은 구멍을 본다면, 왜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35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사려 깊은 

디자인의 결과일 것이다.

  1   Hidden Holes

  2   Think about a hole that you have seen recently.

  3   Was it a good hole or a bad hole?

  4   If it was a hole in your sock, it was bad.

  5   If it was a hole in your shirt for a button, it was 

good.

  6   There are holes everywhere.

  7   Some are so small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8   They are well hidden, but many of these small 

holes are very important and make your life safe.

  9   Take a pen.

10 Look at it carefully.

11 Do you see a small hole in the cap?

12 Do you know why it is there?

13 The hole in a pen cap can help save lives.

14   People, especially children, often put small things 

like pen caps in their mouths.

15 Sometimes they even swallow them.

16 This can stop their breathing and cause death.

17   A famous pen company started putting a small 

hole in their pen caps.

18   The hole in the cap lets air pass through and has 

saved lives.

19   If you look around, you will see other holes that 

play a helpful role in your life.

20   If you have ever cooked anything in a pot with a 

lid, perhaps you noticed a small hole in the lid.

21 This hole, too, is there for safety.

22   When cooking something in a pot with a lid, the 

pressure inside the pot builds up.

23   The water inside would quickly boil over if the lid 

did not have that hole.

24   The hole lets steam out and keeps the water from 

coming out.

25 Have you ever been on an airplane?

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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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asn’t it exciting to look out the window and see 

the world below?

27   Surprisingly, there was a small hole in your 

window.

28 Airplane windows are made up of three panes.

29 There is a hole in the middle pane.

30 It balances the air pressure.

31   Without this little hole, airplane windows might 

break in an emergency.

32   The hole also prevents the window from fogging 

up so that you can enjoy that fantastic view.

33   There are many more products that have small  

hidden holes.

34   In the future, when you see a little hole in 

something, ask yourself why it is there.

35   Maybe it is the result of a careful design to make 

your life safer.

Work Together

1.   Sweet Dream Helmet

2.   This invention helps people dream sweet dreams.

3.   If you use the Sweet Dream Helmet, you will have a 

sweet dream every night.

4.   You can even select the type of dream you want to 

dream so that you can have different experiences 

while you are sleeping.

Writing Workshop

1.   A Refrigerator

2.   Can you imagine without a refrigerator?

3.   We use it every day so that we can keep food cool 

and fresh.

4.   In 1755, William Cullen invented the first form of the 

refrigerator.

5.   After that, it developed through the years and has 

become a necessary part of modern life.

6.   If we did not have refrigerators in today’s world, we 

would not be able to enjoy ice cream on hot summer 

days.

After You Read B

1. lets the air pass through, swallow

2. balances the air pressures

3. lets steam out, prevents, from boiling over

Work Together

1. Sweet Dream

2. helps people dream sweet dreams

3. have a sweet dream every night

4.   select the type of dream, so that, while you are 

sleeping

Writing Workshop

1. Refrigerator

2. Can, imagine without

3. so that, keep food cool, fresh

4. invented, form of the refrigerator

5.   developed through, has become a necessary part 

of modern life

6. If, did not have, would not be able to enjoy

p.61

After You Read B

1.   It lets the air pass through even when people 

swallow the pen cap.

2.   It balances the air pressures.

3.   It lets steam out and prevents the water in the pot 

from boiling over.

p.62

   61

200918 중3 시사(송) 부록 정답(5-7과 중간)_최종.indd   61 2020-09-18   오후 4:39:20



7 boil, 줄이다  8 mixture, 혼합물  

9 recommend, 추천하다  10 pour, 붓다, 따르다  

11 stay, 그대로 있다  12 stir, 휘젓다  

13 temperature, 온도, 기온  14 melt, 녹다  

15 local, 지역의, 현지의  16 ginger, 생강

8

01 끓다, 끓이다 02 감동적인 

03 따뜻하게 하다, 따뜻한 04 잘게 썰다 

05 반면에, ~하는 동안에 06 제공하다 

07 더하다, 첨가하다 08 섞다 09 생강 

10 식히다 11 보물 12 맛 

13 아픔, 통증 14 고루 잘 섞인, 매끄러운 

15 열다, 개최하다 16 목구멍, 목 17 후추, 고추 

18 온도, 기온 19 줄이다 20 녹다 

21 지역의, 현지의 22 코가 막힌, 답답한 23 두꺼운, 걸쭉한 

24 낮은 25 그대로 있다 26 약 

27 해산물 28 추천하다 29 휘젓다 

30 혼합물 31 아픈, 따가운 32 붓다, 따르다 

33 섞다 34 요리법 35 A와 같은 

36 ~로 만들어지다 37 알아내다, 발견하다 

38 ~ 한 그릇 39 ~에 더하여, 게다가 

40 ~와 다르다 41 A에게 B를 둘러보도록 안내하다

42 ~에 좋다 43 A뿐만 아니라 B도

p.63

01 pour 02 recipe 03 cool 

04 hold 05 add 06 blend 

07 recommend 08 chop 09 boil 

10 medicine 11 smooth 12 eastern 

13 ginger 14 mixture 15 serve 

16 stuffy 17 taste 18 while 

19 pain 20 melt 21 pepper 

22 temperature 23 thick 24 throat 

25 stir 26 reduce 27 touching 

28 treasure 29 seafood 30 local 

31 mix 32 lamb 33 stay 

34 sore 35 be different from 

36 a plate of 37 as well as 38 find out 

39 put on 40 for the first time 

41 such as A 42 not only A but also B 

43 be made with

p.64

1 pain, 아픔, 통증  2 touching, 감동적인  

3 chop, 잘게 썰다  4 treasure, 보물  

5 thick, 두꺼운, 걸쭉한  6 reduce, 줄이다  

p.65

Listen and Speak 1 Listen 1

they called / called / Could, again / made with, from

Listen and Speak 1 Listen 2

eating / say, again / like, traditional food

Listen and Speak 1 Listen 3

that, eating, looks like / Sorry, again / tasty, popular

Listen and Speak 1 A-1

favorite, What / traditional drink / say, again / sweet / 

try

Listen and Speak 1 A-2

tried / could / salad, popular / special / with rice, 

fish, only, but, healthy

Listen and Speak 1 B

1. Have, tried / Sorry / traditional dessert

2. tried / traditional

3. ever tried / that / in

Listen and Speak 2 Listen

1. recommend, traditional / Try

2. Could, for / touching

3. beginners / about

4. snack / How

Listen & Speak 2 A-1

something special / How, cooking, would / recommend, 

easy / about, easy, delicious / idea

Listen & Speak 2 B-2

Welcome, many, visit, There, clothing, other, tasty 

local, recommend visiting, enjoying

Real-Life Zone

for / Here, back, take / much, recommend / recommend 

/ Could / made, over, good, health / try / served, spicy, 

pepper, okay / problem

Wrap Up 1-2

Are, have / Can, place / recommend, enough / would, 

recommend / fantastic / thinking, makes, water

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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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and Speak 1 Listen 1

B: Hi, Grace. Those are pretty. What are they called?

G: They’re called dango.

B: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G:   Dan-go. They’re sweet and made with rice cake 

powder. They’re from Japan.

Listen and Speak 1 Listen 2

B: Alice, what’s that you’re eating?

G: It’s rasmalai.

B: Ra.... Could you say that again?

G:   Ras-ma-lai. It’s like a cheesecake in a sweet 

cream. It’s a traditional food in India.

Listen and Speak 1 Listen 3

G:   What’s that you’re eating, David? It looks like a 

chocolate ball.

B: It’s brigadeiro.

G: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B:   Bri-ga-dei-ro. It’s sweet and tasty. It’s popular in 

Brazil.

Listen and Speak 1 A-1

G:   My favorite Korean traditional drink is Maesil-tea. 

What about you, Jinsu?

B: Well, my favorite traditional drink is Sikhye.

G: Sik.... Can you say that again?

B: Sik-hye. It’s sweet and cool.

G: I want to try it.

Listen and Speak 1 A-2

B: Have you ever tried poke?

G: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B: Po-ke. It’s a salad that is popular in Hawaii.

G: What’s so special about it?

B:   It’s made with rice and fish. It’s not only delicious 

but also very healthy.

Listen and Speak 1 B

1. A: Have you ever tried rasmalai?

    B: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A: Rasmalai. It’s a traditional dessert in India.

2. A: Have you ever tried brigadeiro?

    B: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A: Brigadeiro. It’s a traditional dessert in Brazil.

3. A: Have you ever tried macaron?

    B: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A: Macaron. It’s a traditional dessert in France.

Listen and Speak 2 Listen

1. B: Could you recommend a good traditional dish?

    W: Try Samgyetang. It’ll give you energy.

2. G:   Could you recommend a good book for my 

p.69~71          little sister?

    M: I recommend this one. The story is touching.

3. B: Could you recommend a guitar for beginners?

    W: How about this one? Many beginners play it.

4. G: Could you recommend a snack for my dog?

    M: Sure. How about this? Dogs really like it.

Listen & Speak 2 A-1

B:   Tomorrow is my dad’s birthday. I’d like to do 

something special for him.

G:   How about cooking something for him? He would 

really like that.

B:   That sounds great. Can you recommend something 

easy to cook?

G:   Umm. How about Gimchijeon? It’s easy to make 

and it’s delicious.

B: Oh, that’s a good idea. He’ll love it.

Listen & Speak 2 B-2

M:   Welcome to the Sydney Information Center. 

Sydney has many places you will want to visit. 

The Rocks Markets is one of them. There you can 

buy art, clothing, books and many other things. 

You can also eat fresh, tasty local food. We 

recommend visiting the Rocks Markets and 

enjoying the food and the fun there.

Real-Life Zone

M: Good afternoon. A table for two?

B: Yes.

M:   This way please. Here is the menu. I’ll be back in 

a few minutes and take your order.

B: Okay. Thank you.

G:   I don’t know much about Korean food. Could you 

recommend something?

B: Well, I’d recommend the Bibimbap.

G: I’m sorry.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B:   This one. Bi-bim-bap. It’s made with lots of 

vegetables, beef and an egg over rice. It’s tasty 

and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G: That sounds great. I’ll try it.

B:   It’s served with a spicy red pepper sauce. Is that 

okay?

G: No problem. I like spicy food.

Wrap Up 1-2

B: Tomorrow is my birthday.

G:   I know. Are you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Alex?

B:   Yes. Can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have 

the party?

G:   I’d recommend the Happy Snack Ho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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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is really good and it’ll be large enough.

B: What dish would you recommend?

G: I’d recommend the onion rings. They’re fantastic!

B:   Oh, just thinking about them makes my mouth 

water.

01 Foods, Fight Colds 02 when, catch, cold

03 stay warm, put, clothes 04 Some, drink hot tea

05 something people, often drink 

06 taste, warms, reduce, pain 

07 What, other countries, cold 

08 Let’s find out 

09 have, special drink, catch 10 cup, onion milk 

11 chopped, over low, half  

12 simple, said, be good 

13 While, drinks, sick, bowl 

14 recipe, one, to another 

15 can be added, eating

16 sore throat, suffy nose

17 Eastern, get sick, called 18 is made with 

19 to make, taste better 20 looks like thick 

21 warm, have, sore throat 

22 only, but, popular, healthy 

23 served, usually, cold, temperature 

24 Why not, found, about 25 fun, good for, health 

26 How to Make 27 You need, honey

28 Put, in, mix them 29 Pour half, in, pan

30 Add, butter 31 Warm, until, melts

32 Pour, hot, into, with 33 Stir as, pour 

34 Drink while, hot

p.72~73

01 Fight Colds 02 catch a cold

03 stay warm, put on 04 to drink hot tea

05 something, often drink 

06 helps reduce the pain, throat 

07 What do people drink or eat 

08 find out 09 have a special drink 

10 a cup of onion milk 

11 chopped onion, over low heat, half an hour  

12 is said to be good 

13 While, look for, a bowl of chicken soup 

14 from one family to another  

p.74~75

15 can be added, eating 

16 great for a sore throat and a stuffy nose

17 called 18 is made with 

19 add, to make it taste better 

20 looks like thick 21 have a sore throat 

22 not only, but also, healthy 

23 served, served, at room temperature 

24 Why not, found out about 

25 good for 26 How to Make 

27 You need 28 Put, in, mix them 

29 Pour 30 Add 

31 Warm, until, melts 32 Pour, into, with 

33 Stir as, pour 34 while

  1   감기와 싸우는 음식들

  2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3   당연히, 따뜻함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아마도 옷을 더 입을 

것이다.

  4   몇몇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5   생강차는 한국인들이 자주 마시는 것이다.

  6   특별한 맛과 함께,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목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무엇을 마시거나 

먹을까?

  8   함께 알아보자.

  9   겨울이 매우 추운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특별한 

음료를 마신다.

10   그것은 양파 우유이다.

11   그들은 우유에 잘게 썬 양파를 넣고 30분 동안 약한 불에서 

끓인다.

12   이 단순한 음료는 감기에 좋다고 한다.

13   한국 사람들과 핀란드 사람들이 아플 때 음료를 찾는 반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닭고기 수프를 원한다.

14   그것은 보통 닭고기와 야채로 만들어지는데, 요리법은 

가정마다 다르다.

15 소금과 후추를 먹기 전에 넣기도 한다.

16   미국인들은 따뜻한 닭고기 수프 한 그릇이 부은 목과 막힌 코에 

좋다고 믿는다.

17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아플 때, 고골모골이라는 

후식을 먹는다.

18 그것은 달걀과 꿀로 만든다.

19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초콜릿, 버터, 

레몬주스, 또는 우유를 첨가한다.

20 그것은 진한 요구르트처럼 보인다.

21 사람들은 목이 아플 때 종종 따뜻한 고골모골 한 잔을 마신다.

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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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골모골은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후식으로도 인기가 있다.

23 후식으로 제공될 때에는 보통 차갑게 또는 실온으로 제공된다.

24 여러분이 알아본 음식들 중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25 그것은 재미있고 여러분의 건강에 좋을 것이다.

26 고골모골 만드는 방법 (1인분)

27 필요한 것: 달걀 1개, 우유 1/2컵, 꿀 5g, 버터 15g

28 1. 달걀과 꿀을 큰 컵에 넣고 섞는다.

29 2. 우유 반 컵을 팬에 붓는다.

30 버터를 추가한다.

31 버터가 녹을 때까지 데운다.

32 3. 뜨거운 우유와 버터를 달걀과 꿀이 있는 컵에 붓는다.

33 부으면서 젓는다.

34 4. 뜨거울 때 마신다.

18 It is made with eggs and honey.

19   Some people add chocolate, butter, lemon juice, 

or milk to make it taste better.

20 It looks like thick yogurt.

21   People often drink a cup of warm gogol-mogol 

when they have a sore throat.

22   Gogol-mogol is not only good for people with a 

cold but also popular as a dessert for healthy 

people.

23   When served as a dessert, it is usually served 

cold or at room temperature.

24   Why not try making one of the foods you have 

found out about?

25   It will be fun and good for your health.

26 How to make Gogol-mogol (Serves one)

27   You need: 1 egg, 1/2 cup of milk, honey (5 g), butter 

(15 g)

28   1. Put the egg and the honey in a large cup and 

mix them.

29   2. Pour half a cup of milk in a pan.

30   Add the butter.

31   Warm it until the butter melts.

32   3. Pour the hot milk and butter into the cup with 

the egg and the honey.

33 Stir as you pour.

34 4. Drink while it is hot.

  1   Foods That Fight Colds

  2   What do you do when you catch a cold?

  3   Of course, you want to stay warm, so maybe you 

put on more clothes.

  4   Some people like to drink hot tea.

  5   Ginger tea is something people in Korea often 

drink.

  6   With its special taste, it warms your body and 

helps reduce the pain in your throat.

  7   What do people drink or eat in other countries 

when they catch a cold?

  8   Let’s find out.

  9   In Finland, where it is very cold in winter, people 

have a special drink when they catch a cold.

10   It is a cup of onion milk.

11   They put chopped onion in milk and boil it over 

low heat for half an hour.

12 This simple drink is said to be good for a cold.

13   While people in Korea and Finland look for drinks 

when sick, many people in America want a bowl 

of chicken soup.

14   It is usually made with chicken and vegetables, 

but the recipe is different from one family to 

another.

15 Salt and pepper can be added before eating.

16   People in America believe that a bowl of warm 

chicken soup is great for a sore throt and a suffy 

nose.

17   In Russia and in Eastern Europe, when people get 

sick, they eat a dessert called gogol-mogol.

p.78~81

After You Read B

1. I’ve made

2. What is

3. that, in Eastern Europe, when, are sick

4. looks delicious, made with

5. made with eggs

6. put on top of it

7. to make, taste better

8. when they’re not sick

9.   popular dessert. When served, usually served, at 

room temperature

Writing Workshop

1. While, when they are sick, many people in India

2. how to make

3. You need, black pepper, salt

4. chop, put, chopped, in, pour, over

5.   boil the mixture, turn off, leave, to cool down

6. blend, until, is, add, black pepper, salt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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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n enjoy

8. not only healthy but also delicious

After You Read B

1.   Look! I’ve made gogol-mogol.

2.   Happy07: What is gogol-mogol?

3.   Bora:   It’s a dessert that people in Russia and in 

Eastern Europe eat when they are sick.

4.   Yumyum: It looks delicious. What is it made with?

5.   Bora: It’s made with eggs and honey.

6.   Yumyum: What’s that you put on top of it?

7.   Bora:   I put chocolate on top to make it taste 

better.

8.   Happy07:   Do people also eat it when they’re not 

sick?

9.   Bora:   Sure. It’s a popular dessert. When served as 

a dessert, it’s usually served cold or at room 

temperature.

Writing Workshop

1.   While many Koreans eat Samgyetang when they 

are sick, many people in India eat tomato soup.

2.   Here is how to make it.

3.   You need: 1 tomato, some water, black pepper, salt

4.   First, chop one fresh tomato. Then put the 

chopped tomato in a pan and pour some water 

over it.

5.   Next, boil the mixture for ten minutes. Then turn off 

the heat and leave it to cool down.

6.   Next, blend it until it is smooth. Finally, add some 

black pepper and salt.

7.   Now you can enjoy the tomato soup.

8.   This tomato soup is not only healthy but also 

delicious.

p.83

S

01 목표 02 무기 03 ~를 따라 

04 갑자기 05 일어나다 06 마주하다 

07 인간, 사람 08 놀라게 하다 09 기적

10 참호 11 전체의 12 광경

13 비록 ~이긴 하지만 14 젖은 

15 ~일지도 모른다 16 따라가다 17 사실은 

18 믿기 힘든 19 군인, 병사 20 주소 

21 최전선, 최전방 22 인사, 안부의 말 23 그리워하다 

24 정말로, 진심으로 25 대담하게 26 교환하다 

27 외침, 고함 28 ~도, ~ 또한 29 적군, 적 

30 속임수 31 익숙한, 친숙한 32 공유하다, 나누다 

33 몇의, 수개의 34 유지하다, 계속 있다 

35 ~ 밖을 내다보다 36 더욱 더

37 서로 38 평화 속에서 39 전쟁 중인

40 사망하다 41 ~와 같은 42 내려놓다

43 잇따라서

p.84

01 several 02 entire 03 trick 

04 actually 05 miss 06 along 

07 shout 08 aim 09 face 

10 light 11 address 12 truly 

13 weapon 14 soldier 15 familiar 

16 unbelievable 17 miracle 18 boldly 

19 sight 20 wet 21 suddenly 

22 enemy 23 exchange 24 surprise 

25 trench 26 greeting 27 human 

28 expect 29 lantern 30 although 

31 happen 32 share 33 either 

34 follow 35 one after another 

36 at war 37 one by one 38 put down 

39 shake hands 40 such as 

41 on the front line 42 pass away

43 look out of

p.85

1 carol, 캐럴  2 shout, 외침, 고함  

3 greeting, 인사, 안부의 말  4 share, 공유하다, 나누다  

5 sight, 광경  6 trick, 속임수  7 aim, 목표  

8 exchange, 교환하다  9 peace, 평화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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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ace, 경주, 시합  11 shoot, 쏘다  12 boldly, 대담하게  

13 address, 주소  14 weapon, 무기  

15 soldier, 군인, 병사  16 surprise, 놀라게 하다

01 Christmas Miracle 02 It, in, first year

03 facing, had done, few 04 trenches, cold, wet 

05 tired, missed, more so 

06 Suddenly, familiar, heard coming 

07 It, Christmas carol 08 going on 

09 might be, trick, out 10 boldly looked out of 

11 by, other, followed, example 

12 What, sight, never expected 

13 Along, standing lit with 

14 one, song after another 

15 answer by also singing 

16 lights, made, forget, front 

17 came out from, shoot 

18 whose aim, exchange greetings 

19 several, able, in peace 20 truly, silent night 

21 morning came 22 on both sides, down

23 man’s land between, and 

24 exchanged, gifts such as 

25 sang carols together 

26 Some even exchanged addresses 

27 unbelievable, written, letters, soldiers 

28 wrote, between, lines, talks

29 also had, races 30 Another, think, at war 

31 Here, were, talking, enemy 

32 like, wives, waiting, welcome

p.87~88

01 Miracle 02 the first year

03 were facing, had done, few months 

04 cold and wet 

05 missed, all the more so because 

06 Suddenly, was heard coming 

07 carol 08 going on 

09 might be a trick, trenches 

10 boldly looked out of 11 One by one, followed 

12 What, sight, expected 13 lit with lanterns 

14 one Christmas song after another 

15 by also singing 

16 made them forget, front line  

p.89~90

17 came out from, shoot 

18 whose aim, each other, exchange greetings 

19 in several months, in peace 

20 It truly was 21 came 

22 on both sides, came out of

23 in the no man’s land, shook hands 

24 such as 25 sang carols 

26 exchanged addresses 

27 unbelievable, about, sent 

28 between the two lines

29 had bike races 30 were at war 

31 Here we were, enemy 

32 like us, waiting to welcome

  1   크리스마스의 기적

  2   제일차 세계 대전의 첫해였던 1914년의 크리스마스이브였습니다.

  3   영국 군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왔듯이 그들의 참호에서 

독일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4   참호는 춥고 축축했습니다.

  5   군인들은 지쳤고 자신들의 집을 그리워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더욱 더 그랬습니다.

  6   갑자기 익숙한 노래가 독일 군인들의 참호로부터 들려왔습니다.

  7   그것은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어요!

  8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9   어쩌면 그들을 참호 밖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10   몇몇 영국 군인들이 용감하게 자신들의 참호 밖을 

내다보았어요.

11 차례차례 다른 군인들도 앞사람을 따랐습니다.

12   영국 군인들이 본 것은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13   독일 군인들의 참호를 따라, 크리스마스트리들이 랜턴으로 

밝혀진 채 있었습니다!

14 독일 군인들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이어 불렀어요.

15   영국 군인들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6   따뜻한 불빛과 크리스마스 캐럴은 그들이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17   그리고 독일 군인들 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당신들이 쏘지 않는다면, 우리도 쏘지 

않을게요!”

18   곧, 단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군인들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9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은 평화롭게 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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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날은 정말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21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22   양편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왔어요.

23 그들은 무인 지대에서 만났고 악수를 했습니다.

24 그들은 와인과 케이크 같은 작은 선물도 교환했어요.

25 그들은 캐럴을 함께 불렀습니다.

26 몇몇은 심지어 주소를 교환하기도 했고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27   이 믿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영국 군인들이 집으로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28   한 군인은 “크리스마스에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은 두 

경계선 사이에서 만났고 대화를 나눴어.

29 우리는 자전거 시합도 했어.”라고 적었어요.

30 다른 군인은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31   여기서 우리는 적대 관계인 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어.

32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남자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어머니와, 친구들, 부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라고 썼습니다.

  1   A Christmas Miracle

  2   It was Christmas Eve in 1914, the first year of World 

War I.

  3   English soldiers were facing German soldiers from      

  their trenches as they had done for the last few 

months.

  4   The trenches were cold and wet.

  5   The soldiers were tired and missed their home, all 

the more so because it was Christmas.

  6   Suddenly, a familiar song was heard coming from 

the German trenches.

  7   It was a Christmas carol!

  8   What’s going on?

  9   It might be a trick to make them come out of the 

trenches.

10   A few English soldiers boldly looked out of their 

trenches.

11   One by one, other soldiers followed their example.

12 What they saw was a sight they never expected.

13   Along the German trenches, Christmas trees were 

standing lit with lanterns!

14   The German soldiers sang one Christmas song 

after another.

15   The English soldiers began to answer by also  

p.93~96

     singing Christmas songs.

16   The warm lights and the Christmas carols made 

them forget they were on the front line.

17   Then a shout came out from the German side: 

“Happy Christmas! You no shoot, we no shoot!”

18   Soon, soldiers whose aim had been to kill each 

other just a few hours before began to exchange 

greetings.

19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months, the soldiers 

were able to spend a night in peace.

20 It truly was a silent night.

21   Christmas morning came.

22   Soldiers on both sides put down their weapons 

and came out of their trenches.

23   They met in the no man’s land between their 

trenches and shook hands.

24   They exchanged small gifts such as wine and 

cake.

25   They sang carols together.

26   Some even exchanged addresses and played 

football.

27   This unbelievable Christmas Day was written 

about in letters English soldiers sent home.

28   One soldier wrote, “On Christmas Day, English 

and German soldiers met between the two lines      

and had talks.

29 We also had bike races.”

30   Another wrote, “We didn’t think that we were at 

war.

31   Here we were, enemy talking to enemy.

32   They were like us, with mothers, with friends, with 

wives who were waiting to welcome their men 

ho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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