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정답 및 해설

01   ① 입양하다 ② 맞추다, 조정하다 ③ 동반하다 ④ 인정하다 ⑤ 
획득하다 / 그들은 개들을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는 대신에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을 추천받았다.

02  ② 중국의, 나머지 보기는 중국어의 뜻을 가진다. ① Mike는 
중국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② 이 중국 음식은 치킨 수프와 잘 
어울린다. ③ 중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의 숫자는 늘고 있다. ④ 
그의 이름은 중국어로 ‘오렌지’의 의미이다. ⑤ 나는 밤낮으로 
중국어를 공부한다.

03  ① introduce ② band ③ bucket list ④ adopted ⑤ 
overcome

04  (1) for a while: 잠깐 (2) stand in line: 줄을 서서 기다리다
05  ① right: 바로
06  aim: 목적, 목표 ① effort: 노력 ② turn: 차례 ③ cause: 원
인 ④ goal: 목표 ⑤ result: 결과

07  (1) do a favor: 호의를 베풀다 (2) share A with B: A를 B
와 나누다[공유하다]

01 ① 02 ② 03 ④  04  ⑴ for

⑵ in 05 ① 06 ④ 07 ⑴ a 

favor ⑵ shared, with them

p.08

 

My Bucket List

1

pp.8~12

01 ⑴ make ⑵ taking ⑶ gets ⑷ ask

02 hope your, gets 

03  ⑴ I fully accept what he says. 

⑵ The house is right in front of you. 

⑶ It was used only on special situations. 

⑷ Poor light produces weak plants.

04  (f)reely

05   (c)hallenging

06  to

07  ⑴ exercise ⑵ experience

p.09

p.10~11

1 hope, I can read / I hope I get good grades this

2  I hope I can learn how to swim. / I hope that you 

finish it soon.

3  I’m planning to play games with friends. 

4 Where are they planning to meet?  

p.12

(1) T (2) T (3) F (4) F

   

Listen & Speak 1 A

hope, get / worry

Listen & Speak 1 B

1   it’s / What, want for / I hope I get

2   What / I’m making / the first / hope, make

3   How / It was, wrote, for / tell, yours / hope I, someday

Listen & Speak 1 C

1 hope I, this / sounds 

2 sounds 

3   hope I can learn, to

Everyday English 2. A Function Practice 2

What are you planning to / planning to get

Everyday English 2 – B Listening Activity

1  planning to do tomorrow / I’m planning, book fair 

with, like to / What time / At, in front of 

2   are you planning / not / about going, with

3   Can, a favor / to buy, tomorrow, help, choose one

01  (1) make an effort: 노력하다 (2) take care of: ~을 돌보다 
(3) get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갖다 (4) ask for help: 도
움을 청하다

02   hope: 희망하다, 바라다 get better: (병·상황 등이) 나아지다

p.14~15

03   (1) fully: 완전히 (2) right: 바로, in front of: ~의 앞에 (3) 
special: 특별한 (4) weak: 약한

04   freely: 자유롭게 / 어떤 것을 멈추거나 제한하는 사람 없이
05   challenging: 도전적인 /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방식으로 어려
운

06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하다, be ready to 동사원
형: ~할 준비가 되다

07   (1) exercise: 운동하다; 운동 (2) experience: 경험하다;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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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02  남자아이의 질문 다음에 새 컴퓨터를 받기를 바란다고 여자아이
가 대답했으므로,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는 것이 
어울린다.

03  ③ hope는 to부정사만을 목적어로 받을 수 있다. ⑤ ‘나는 네가 
새로운 컴퓨터를 얻기를 원한다’의 의미로 밑줄 친 문장과 다른 
뜻이다.

04  학교 축제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대답하는 표현이다.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festival: 축제

01  이번 주 계획을 묻고 있는 말에, (B) 할머니 댁을 방문할 계획이
라고 대답하며,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덧붙였다. (C) 이
에 유감을 표하고, 그녀가 나아지길 바란다는 말에 (A) 고맙다
고 대답하며 상대방의 계획을 묻는다.

02   (A)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는 중이니?’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대답도 현재진행형(be동사의 현
재형+동사ing)으로 하는 것이 어울린다. (B) sound는 2형식 
동사로 보어(형용사)를 받을 수 있다.

03  (1) hope는 목적어로 that절이나 to부정사를 받을 수 있다. (2) 
a lot of+명사: 많은(= lots of+명사), friend는 셀 수 있는 명
사로 many(많은)의 수식을 받는다.

04  (B) 내일의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C) 도서 박람회에 
Jimmy랑 같이 간다고 대답하며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D) 상
대방은 동의하고 언제 만날지 질문한다. (A) 이에 시간과 장소
를 대답한다.

05  대답의 It이 가리키는 것이 질문에 나와야 한다. 과거시제로 대

01 ④ 02 ① 03 ③, ⑤ 04 ②

시험대비 기본평가 p.16

01  ③ 02 ③ 03 ⑴ making → to make 

/ (that) I make ⑵ lot of → a lot of / lots of / many 

04  (B) → (C) → (D) → (A) 05 ① 

06 ⑤ your → yours 

07 I hope (that) I become a rock star someday. 

08 ② 09 I’m planning to study one new 

Chinese word every day.

10 (B) what (C) studying 11 ④ 

12 두 번째: do 다섯 번째: for 13 ②, ③

p.17~18

pp.8~12

01   ⑴ I’m planning to dance in a group 

  ⑵ I hope I can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02 take pictures with your favorite singer

03 go → to go, concert → concerts

04 ② words → word

05 I didn’t know you were interested in Chinese. 

06 is planning, word, to study, last, now, herself in

p.19

01  ⑴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dance: 춤추다 in 
a group: 그룹으로, 단체로

  ⑵  hope: 희망하다, 바라다 travel to: ~으로 여행가다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02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 문장의 ‘take pictures with my 
favorite singer’이다. my가 your로 바뀌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03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one of+복수명사: 
~ 중의 하나

04  one(하나)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word는 단수형을 쓰는 것
이 적절하다

05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갖다 Chinese: 중국어
06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갖다, start to 동사원형: ~하는 
것을 시작하다 last month: 지난달 introduce: 소개하다 in 
Chinese: 중국어로

Listen & Speak 2 C

1 do at / to sell

2 are you planning to / to do a magic

3   What are you planning / to dance in a group

답했으므로 과거의 일을 질문하는 것이 어울린다. ① 영어 수업
은 어땠니? ②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③ 너의 꿈을 적을 거
니? ④ 너의 목록을 만들었니? ⑤ 영어 수업을 듣는 것은 어때?

06  your: 너의, yours: 너의 것 / 여기서 yours는 너의 꿈을 가리
킨다.

07  hope: 희망하다, 바라다 become: ~이 되다 someday: 언젠가
08  주어진 말은 언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는지 묻고 있다. 이에 
‘겨우 지난달에.’라는 대답이 어울리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
절하다.

09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Chinese: 중국의; 중
국어, every day: 매일

10  (B)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뜻으로, what이 어울린다. (C) 
keep+동사ing: 계속 ~하다

11  과목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므로, 금년 계획에 
대해 묻는 ④번이 어울린다. ① 좋은 성적을 얻었니? ② 계획을 
세울 거니? ③ 지난달의 계획이 무엇이었니? ④ 올해 계획이 무
엇이니? ⑤ 너는 어디를 갈 계획이니?

12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 what: 무엇 want: 
원하다

13  ① Hana의 생일은 오늘이다 ④ Hana의 생일이다. ⑤ 여자아
이는 생일 선물로 새 컴퓨터를 받기를 바란다. ② 남자아이가 받
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③ Hana의 생일 선물로 남자아이
가 사려고 계획한 것은 무엇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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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④  03 ② 

04 He is the fastest swimmer in my team. 

05  ⑴ the most ⑵ in ⑶ to celebrate ⑷ to go  

⑸ to be ⑹ to be 06 ① 07 ②  

08  the prettiest 09 ② 10 the 

saddest 11 ①, ④ 12 ②, ③

13  ⑴ I want to win first prize to surprise my mom. 

⑵ Jack used a compass to find the right direction. 

⑶ I visited the museum to see the works of Gogh. 

⑷  Tom and Judy went to the restaurant so as to 

have lunch.  

14  ③, ⑤ 15 ⑴ to play basketball ⑵ opened, 

to study ⑶ turned on, to watch ⑷ the 

coldest ⑸ the cleverest ⑹ the worst of 

16  ⑤ 17 ⑴ to be a math teacher ⑵ to buy 

a dress ⑶ not to be late 

18 most brightest → brightest 

p.23~25

pp.8~12

01   heaviest → the lightest

02 ⑴  in order to

 ⑵  so as to

 ⑶  in order that, could

03 ⑴ heavier than, bag

 ⑵  No, heavier than

 ⑶ No, as[so] heavy

04  ⑴ Arthur was pleased to get a good grade in 

science.

 ⑵  Sue went out at night to buy some water.

p.26~27

p.20~21

1  ⑴ the tallest ⑵ longest ⑶the coolest

2 ⑴ to say ⑵ to do ⑶ to write

3 He studies science very hard to be a scientist.

01   (1)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2) small의 최상급
은 smallest이다. (3) to be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
다. (4)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붙인다.

01 ⑴ highest → the highest ⑵ most small → smallest 

 ⑶ being → to be  ⑷ to not → not to

02  ⑴ the thinnest/cheapest ⑵ the most boring  

⑶ the cheapest/thinnest ⑷ to meet ⑸ in order 

to be 

03  ⑴ Alice is the prettiest of the three sisters. 

⑵ When is the busiest day of the year? 

⑶  He studies Korean hard so as to watch Korean 

TV dramas.

    ⑷ I got up early in order not to miss the first train.

시험대비 기본평가 p.22

01   뒤에 of my blouses가 있으므로 최상급이 적절하다.

02  ④ most와 최상급을 겹쳐서 쓰지 않는다.
03  silly와 valuable의 최상급은 silliest와 most valuable이며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04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05  (1)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2) 최상급에서 보통 
‘of+복수 명사’, ‘in+단수 명사’가 쓰인다. (3), (4) 부사적 용법
의 ‘목적’ (5), (6) 부사적 용법의 ‘결과’이다.

06  ①번은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지만 <보기>와 나머
지는 모두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07  부사적 용법의 ‘목적’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to부정
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쓰기도 한다.

08 that I’ve ever seen으로 보아 최상급이 적절하다.
09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10  in this village가 있으므로 최상급이 적절하다.
11  ① 형용사적 용법 ② 부사적 용법의 ‘목적’ ③ 부사적 용법의 
‘결과’ ④ 명사적 용법(목적격 보어) ⑤ 부사적 용법의 ‘원인’

12  to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온다.
13  (1)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접속사 
없이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없으므로 found를 ‘~하기 위하여’라
는 뜻의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 
to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온다. (4) 목적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to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쓰기
도 한다. *compass: 나침반

14  ① The biggest fruit in this shop is that watermelon. ② 
The light bulb is one of the most famous inventions of 
the 19th century. ④ The wisest man in the world was 
Gandhi.

15  (1), (2), (3)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이용한다. (4), (5), (6)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
를 붙인다. bad의 최상급은 worst이다.

16  flamingo가 키와 몸무게 모두 가장 작다.
17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
용한다.

18  most와 최상급을 겹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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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1   문맥상 가벼운 신발이 적절하며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the를 붙
인다.

02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는 (1) ‘in order to부
정사’, (2) ‘so as to부정사’, (3) ‘in order that 주어+can ~’으
로 바꿔 쓸 수 있다.

03  최상급 = 비교급 than+any other+단수 명사 = 부정 주어+비교
급 than = 부정 주어+as[so] 원급 as

04  (1)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2)와 (3)
은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를 쓴다.

05  (1) most와 최상급을 겹쳐 쓰지 않는다. (2)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3), (4)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to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5) to be 74가 동사 
lived의 결과를

06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또한 부정사의 부정
은 not을 to부정사 앞에 붙인다는 것에 유의한다.

07  (1), (2)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3)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이용한다. (4) one of the+최상급+복
수명사: 가장 ~한 …들 중의 하나 (5) ‘~ 중에서’는 ‘of+복수 명
사’를 이용한다. the books that I have: 내가 갖고 있는 책들

08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09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하고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10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어법에 맞게 쓰면 정답임.

p.28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p.29

1 T 2 F 3 T 4 F

   확인문제

p.29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01 for the New School Year 02 Hi 

03 the first day 04 for this year 05 most 

06  you want to do 07 make a bucket 

list, share, with  08 I’m

09 This is 10 go on a bike tour 

11 I’ve been there before, on my bike 

12 how to play 13 the most beautiful sound 

14 on, by the end of 15 Finally 

16  weakest subject 17 put, into, to 

overcome 18 My name is 19 right in front of

20 willing, stand in line 21 adopt a puppy 

22 I’ve, wanted  23 I’m, ready to 

24 a little more challenging 25 I’d like to 

26 a big fan, a single one

p.30~31

 ⑶ Brenda went to Paris to study art.

05  ⑴ This is the largest room in my house.

 ⑵  John is the tallest of the boys in his class.

 ⑶  Marilyn studies English hard to get good 

grades.

 ⑷  I want to use my computer to fi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⑸  The most famous scientist, Isaac Newton, 

lived to be 74.

06 ⑴ to buy ⑵ to have[eat] ⑶ not to be late

07  ⑴ Mom went to the store to buy my dress. 

⑵  She used a hairbrush to brush her daughter’s 

hair.

 ⑶  Tom was disappointed to find that she loved 

Mike.

 ⑷  Solomon was one of the wisest men in the 

world.

 ⑸  This book is the most useful of all the books 

that I have.

08 ⑴ wears the brightest

 ⑵  the heaviest

 ⑶  has the darkest

09 ⑴  the prettiest / nicest, to give

 ⑵  the nicest, to make

 ⑶  the longest, to get

10  ⑴ to study hard ⑵ to use the Internet better

  1  My “Bucket List” for the New School Year 

  2  Hi, everyone.

  3   Today is the first day of our new school year.

  4  I want to hear your plans and hopes for this year.

  5 What do you want to do most?

  6   Think about three things you want to do.

  7   And then, make a bucket list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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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답 및 해설

01  ④번 다음 문장의 then에 주목한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받고 
있으므로 ④번이 적절하다.

02  ⓐ와 ②, ④, ⑤는 명사적 용법, ① 형용사적 용법, ③ 부사적 
용법

03  ‘버킷 리스트’를 가리킨다.
04  ⓐ와 ②, ⑤는 경험 용법, ①과 ④ 계속 용법, ③ 결과 용법

01 ④ 02 ①, ③ 03 a bucket list  

04 ②, ⑤ 05 (A)this (B)weakest (C)weakness 

06 by the end of this year 07 ② 08 stand 

in line 09 ② 10 ⑤ 11 (A)them 

(B)last (C)every day 12 ④ 13 ⑤ 

14 ① 15 ③, ⑤  16 ③ 17 ① 

18 willing 19 ③ 20 (A)First (B)Second 

(C)Third 또는 Finally나 Lastly. 21 other 

22 most famous 23 ③ 24 ④ 

25 ② 26 What is the first thing on your list?

p.34~37

  8   Hi! I’m Jinsu.

  9   This is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10   First, I want to go on a bike tour of Jejudo this 

summer.

11   I’ve been there before, but I want to experience 

the island more freely on my bike this time.

12   My second goal i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13   I think the guitar has the most beautiful sound of 

all musical instruments.

14   I hope I can play my favorite song on my guitar by 

the end of this year.

15   Finally, I want to get a good grade in math.

16   Math is my weakest subject.

17  This year, I’ll put more effort into studying math to 

overcome my weakness.

18   Hi! My name is Somi.

19  First, I want to see a concert of my favorite band 

right in front of the stage.

20   I’m willing to stand in line all night to enter the 

front area.

21   Second, I want to adopt a puppy.

22   I’ve always wanted a puppy.

23   I think I’m fully ready to take care of a pet now.

24   My last goal is a little more challenging.

25   I’d like to read all of the Sherlock Holmes stories.

26   I became a big fan of this detective series last 

year, so I don’t want to miss a single one.

05  (A) ‘올해의’ 버킷 리스트라고 해야 하므로 this가 적절하다. 
last year: 작년, (B) 수학은 제가 ‘가장 약한’ 과목이라고 해야 
하므로 weakest가 적절하다. (C)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라고 
해야 하므로 weakness가 적절하다.

06  by는 ‘완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07  ② 진수는 전에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다.’
08  stand in line: 일렬로 서다 
09  ⓑ와 ② 이미 나온 가산 명사의 반복을 피하여 씀. ① 하나의, 
③ (강조의 의미로 쓰여) 유일한, ④ [another, the other와 대
조적으로] 한쪽의, 한편의, ⑤ 사람, 세상사람

10  위 글은 소미의 올해 버킷 리스트를 소개하는 글이므로, 제목으
로는 ⑤ ‘소미가 올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A) ‘cookies’를 가리키므로 them이 적절하다. (B) ‘마지막 
것은’이라고 해야 하므로 last가 적절하다. latest: 최근의, 최
신의, (C) ‘매일’이라고 해야 하므로 every day가 적절하다. 
everyday: 일상의

12  동족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have로 바꿔 쓸 수 있다.
13  ⑤는 접속사이고, ⓑ와 나머지는 다 관계대명사이다.
14  위 글은 진수의 올해 버킷 리스트를 소개하는 글이므로, 제목으
로는 ① ‘진수의 올해 버킷 리스트’가 적절하다.

15  finally와 lastly: 순서상 ‘끝으로’, ‘마지막으로’, ① 결국, 마침
내, ② 게다가, ④ 그러므로

16  ⓑ와 ②, ⑤는 부사적 용법(목적), ①과 ③ 형용사적 용법, ④ 
명사적 용법

17  ⓐ와 ① 정확히, 바로(부사), ② 옳은, 올바른, ③ 맞는[알맞
은], 제대로 된, ④ 권리(명사), ⑤ 오른쪽의

18  be willing to: 기꺼이 ~하다, 어떤 일을 강요받아서라기 보다
는 자신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꽤 열심히 하는

19  ③ 소미가 어떻게 애완동물을 돌볼 준비가 완벽히 될 수 있었는
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① A concert of her favorite band. 
② A puppy. ④ To read all of the Sherlock Holmes 
stories. ⑤ Last year.

20  순서를 표현할 때 First, Second, Third(Finally나 Lastly)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1  another+단수명사, 뒤에 복수명사인 countries가 있으므로 
other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2  famous는 규칙변화를 하는 형용사이며, 최상급은 most 
famous이다.

23  for: (이유·원인) ~ 때문에, ~으로 (인하여)
24  부사적 용법(목적)의 to부정사 = in order[so as] to 동사원형 

= that[so that/in order that] ~may[can]
25  ② 소미의 버킷 리스트가 실현될는지는 알 수 없다. ① Yes, 

she did. ③ To see her favorite band in a concert, 
standing in front of the stage. ④ No, she doesn’t. ⑤ It 
is a bike tour of Jejudo.

26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진수의 첫 번째 버킷 리스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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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p.8~12

01 Today is the first day of our new school year.

02   thinking about three things you want to do

03 bucket list

04 play guitar → play the guitar

05   I think the guitar has the most beautiful sound of 

all musical instruments.

06  (A) to get a good grade 또는 getting a good grade 

(B) weakest subject

07  unwilling → willing

08  care for 또는 look after

09   one

10   I’ve been there before

11   I should

12 musical instrument

13 (A)night (B)to take (C)to read

14  she became a big fan of this detective series last 

year

15  ⑴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무대 바로 앞에서 보기 

⑵ 강아지를 입양하기 

⑶ 셜록 홈스 이야기들을 모두 읽기

p.38~39

01  서수 first 앞에 the를 써야 한다. new school year: 새 학년
02  ‘And then(그러고 나서)’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생
각해 보고 나서’라는 뜻이다.

03  bucket list: 버킷 리스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경험하거나 성취
하기를 원하는 것들의 목록, ‘kick the bucket(죽다)’ 에서 유
래하였다.

04  악기 이름 앞에는 the를 붙여야 한다.
05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the’를 보충하면 된다.
06  수학은 진수가 ‘가장 약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목표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07  소미는 앞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다. unwilling: 꺼리는

08  take care of = care for = look after: ~을 돌보다
09  one은 이미 나온 가산 명사의 반복을 피할 때 쓰는 대명사이다.
10  have been to: ~에 가 본 적이 있다. / 부사인 there 앞에는 to
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11  의문사+to부정사 =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
12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13  (A) all night: 밤새도록, 하룻밤 내내, (B) be ready to부정
사: ~할 준비가 되다, (C) like는 목적어로 동명사와 to부정사
를 둘 다 쓸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부정사만 쓸 수 있다. 
would like to부정사 = want to부정사

14  작년에 이 탐정 시리즈의 열성팬이 되었기 때문이다.
15  소미의 버킷 리스트는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무대 바로 
앞에서 보기’, ‘강아지를 입양하기’, ‘셜록 홈스 이야기들을 모두 
읽기’이다.

p.41~45

01 weakness 02  ③ 03  make 

04  go 05 by 06 ⑴ goal ⑵ overcome

07  ⑴ The dogs can run more quickly to save people. 

⑵ This is my first visit to Europe.  

⑶ The bookstore is right next to my company.

08 ④ 09 ④ 10 planning 

11 (1) happy → sorry (B) got → gets[will get] 12 ④ 

13 I’m planning to go to the book fair with Jimmy. 

14  to go, the book fair with, tomorrow, joining them, 

will, at, in front of  15 ②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⑴ Brian was pleased to meet Scarlet yesterday. 

⑵ Emily went to bed early to take the first train. 

⑶ Audrey grew up to be an actress.  

⑷ Wendy went to Seoul never to return.

21 the most important  

22  ⑴ Ann wants to go to Korea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⑵ Jane is planning to dance at the school festival 

to show her friends how well she dances.

23  ③ 24 ① 25 (A)freely (B)how (C)

studying 26 second 27 the most beautiful 

sound 28 ⑤ 29 the Sherlock Holmes 

stories 30 ③ 31 standing 32 first

33 ①, ④ 34 No.

01  주어진 보기는 반의어의 관계이다. outside: 바깥쪽 inside: 안
쪽 strength: 힘, 강점 weakness: 약함, 약점

02  ③ full → fully: 완전히 / 그 식당은 이번 주말에 완전히 예
약 되었다. ① challenging: 도전적인, 힘든, 간단하지 않은 
/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도적적이며 보람된 일이다. ② 
missing: 없어진, 분실한 / 그들은 없어진 아이를 찾는 중이다. 
④ complete: 완료하다, 완결하다 / 그 건물은 완성되는데 2
년이 걸렸다. ⑤ bucket list: 버킷 리스트,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 / 나는 네가 정말 좋은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기를 바란다.

03  make a friend: 친구를 사귀다 make an effort: 노력하다
04  go back to ~: ~로 돌아가다 go on a tour: 여행을 가다
05  be p.p. by 행위자: …에 의해서 ~되다 by the end of ~: ~ 
말까지는

06  (1) goal: 목표, 미래에 달성하기를 바라는 어떤 것 (2) 
overcome: 극복하다, 감정이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다

07  (1) save: 구하다, 살리다 (2) Europe: 유럽, 유럽 대륙 (3) 
right: 바로

08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란다는 말에 네가 좋은 성적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어울린다. ①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야. ② 
너는 어때?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③ 음, 나는 확실하지 않아. 
⑤ 응,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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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답 및 해설

01  (1) 시작하다 : 시작하다 = finish (끝내다) : complete (완
료하다, 완결하다) (2) 처음의, 초기의 : 첫, 처음의 = well-
known (유명한, 잘 알려진) : famous (유명한, 잘 알려진) 
(3) 안에 : 밖으로 = before (~ 전에) : after (~ 후에) (4) 똑
똑한 : 똑똑한 = lost (잃은, 행방불명의) : missing (없어진, 
분실한)

02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하다 be ready to 동사원형: 
~할 준비가 되다

03  선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컴퓨터를 
얻기를 바란다고 대답한다. ① 너는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② 
그거 좋겠다. ③ 나는 새 컴퓨터를 살 계획이다. ④ 나는 새 컴퓨
터를 받기를 희망해. ⑤ 나는 네가 새 컴퓨터를 받기를 희망해.

04  ① overcome: 극복하다 / 나는 네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길 바
란다. ② learn: 배우다 /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
니? ③ surprise: 놀라게 하다 /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④ ride: 타다 / 그는 결코 자전거 타는 것
을 배운 적이 없다. ⑤ plan: 계획; 계획하다 / 우리는 시내 근처
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05  (D) 부탁을 하는 말에, (C) 좋다고 대답하고. 부탁의 내용을 묻
는다. (A) 새 자전거를 사는데 하나 골라 달라고 말하자 (B) 좋

각한다.
31  현재분사를 사용하여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고치
는 것이 적절하다.

32  the first thing = the top thing
33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34  글쓴이의 가장 약한 과목이 영어이므로, 글쓴이는 영어를 ‘잘하
지 못한다.’

01 ⑴ (c)omplete ⑵ (f)amous ⑶ (a)fter ⑷ (m)issing

02  ④ 03 ④ 04 ① 

05 (D) → (C) → (A) → (B). 06 (A) → (C) → (B) → (D)

07  ⑤ 08 (A) When did you start studying 

Chinese? (B) How did you get so into Chinese?

09  ③ 10 I hope I can soon watch them in 

Chinese and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11 ② 12 ④ 13 ⑴ healthiest ⑵ best 

14  so as not to get wet 15 ⑴ He is the best 

student in my class. ⑵ Naomi is the smartest 

girl of them all. 16 ⑴ I used my 

smartphone to call Melanie. ⑵ Karen was glad 

to see him again tonight. 

17 I want to go on a bike tour 18 ⑤ 

19 weakest 20 (A)willing (B)adopt (C)challenging

21  ④ 22 ② 23 cookies

24 surprise 25 ③

p.46~49

09  Brian이 소민이의 계획을 먼저 묻고 이에 대답했다. 이어서 소민
이가 Brian의 계획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Brian이 자신
의 계획은 개를 목욕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므로 ④가 적절하
다.

10   Are you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니?
11  (1)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그 말을 들어 기쁘다는 표현은 어색
하다. 그러므로 happy를 sorry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이야. (2) 곧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말
이므로 과거형 got은 어울리지 않는다.

12  ④ 소민이는 이번 주말에 할머님을 방문할 것이다. this Friday 
→ this weekend

13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book fair: 도서 박
람회

14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suggest: 제안하다 
join: 함께 하다, 합류하다 will+동사원형: ~할 것이다 at+시
간: ~(시)에 in front of: ~ 앞에서

15  happy의 최상급은 happiest이다.
16  <보기>와 ③번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 ① 명사적 용법 ② 목적
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④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⑤ 형용사
적 용법

17  뒤에서 in 이하로 한정되고 있으며 ‘~에서’를 의미하므로 최상
급이 적절하고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18  ① I want to get a good grade in math. ② I’ll put more 
effort into studying math to overcome my weakness. ③ 
Arnold saved plenty of money to buy a car. ⑤ William 
Shakespeare lived to be fifty two.

19  ③ Emma is the kindest girl in her school.
20  (1)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2)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3), (4) 부사적 용법의 ‘결과’를 이용한다. never to부
정사: 결코 ~하지 못하다

21  부정 주어+비교급+than = 최상급
22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23  ‘저는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과 희망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
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두 문장 사이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보
낸다.’라는 ③번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24  ⓐ for: (정해진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어) ~에[일자의], for 
this year: 올해의, ⓑ share A with B: B와 A를 공유하다

25  (A) 동사 experience를 수식하므로 부사 freely가 적절하다. 
(B) ‘기타 연주하는 법’이라고 해야 하므로 how가 적절하다. 
(C) 전치사 다음이므로 동명사 studying이 적절하다.

26  제 ‘두 번째’ 목표라고 해야 하므로 second가 적절하다.
27  ‘부정주어 + 비교급 than’은 최상급의 의미를 지닌다.
28  ⓐ와 ⑤ 부사적 용법(형용사 수식), ① 부사적 용법(목적), ② 
부사적 용법(원인), ③ 부사적 용법(결과), ④ 부사적 용법(판단
의 근거)

29  ‘셜록 홈스 이야기’를 가리킨다.
30  ③ 소미는 이제는 애완동물을 돌볼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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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대답한다.
06  (A) 내일의 계획을 묻자 (C)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B) 그
러면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하고 (D) 좋다고 대답한다

07  새 학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중이다.
08  (A)의 답이 ‘지난달’이라는 시간의 정보이기 때문에 When으로 
시작된 의문문이 어울린다. 중국어는 공부할 예정이 아니라 이
미 공부하고 있기에 과거시제가 들어간 ‘When did you start 
studying Chinese?’이 어울린다. (B) It’s because라고 답하
고 있으므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적절하다.

09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재귀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me 
대신에 myself를 사용해야 적절하다..

10  I hope I can 동사원형 ~: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희망한다] 
soon: 곧 in Chinese: 중국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

11  ① Sumi is the tallest in my class. ③ A rabbit is one 
of the fastest animals. ④ Bill is the hungriest boy 
in this restaurant. ⑤ Steve is the richest of the three 
gentlemen.

12  ④번은 부사적 용법의 ‘원인’이고 나머지는 ‘목적’이다.
13  (1), (2) 뒤에 in her class와 in his school이라는 비교 집단
이 있고 앞에 the가 있으므로 최상급이 적절하다.

14  목적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to부정사 앞에 so as를 
쓰기도 한다.

15  (1) 비교급은 ‘비교급+than+비교 대상’으로 쓰지만 최상급은 
‘the+최상급’으로 쓴다. (2) most와 최상급을 겹쳐서 쓰지 않는다.

16  (1)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2)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원인’을 이용한다.

17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진다.
18  ⑤ subject는 (논의 등의) 주제[대상/화제], 과목, ⓑ와 나머지
는 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

19  weak은 규칙변화를 하는 형용사이며, 최상급은 weakest이다.
20  (A) ‘기꺼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릴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willing이 적절하다. unwilling: 꺼리는, (B) 강아지를 ‘입양
하고’ 싶다고 해야 하므로 adopt가 적절하다. adopt: 입양하다, 
adapt: 맞추다[조정하다], 적응하다, (C) 마지막 목표는 셜록 홈
스 이야기를 다 읽는 것이라서 약간 ‘도전적’이라고 해야 하므로 
challenging이 적절하다. challenging: 도전적인,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relaxing: 마음을 느긋하게 해 주는, 편한

21  ④ 작년에 그녀가 셜록 홈스 이야기를 몇 권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① Right in front of the stage. ② A puppy. ③ 
Yes, she is. ⑤ Because she became a big fan of this 
detective series last year.

22  ⓐ와 ② (못 보거나 못 듣고) 놓치다, (관심을 안 두고) 지나치
다, ① 피하다, 면하다, ③ 그리워하다, ④ (있어야 할 것이) 없
다는 것을 알다[눈치 채다], ⑤ 실수, 실패(명사), 조금이건 1마
일이건 빗나간 것은 마찬가지다(오십보백보)

23  ‘쿠키’를 가리킨다.
24  엄마를 ‘놀라게’ 하기 위해 쿠키를 만들고 싶어 한다.
25  ③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릴 것이다.

01   I will go to a movie with Toby. (will) / I’m going 

to go to a movie with Toby.

02  ⑴ I hope I can travel to Japan next year. 

⑵ Next year, I hope I can become the winner. 

⑶  I’m planning to study all day to get good 

grades.

03  ① Its → It’s, ② special anything → anything 

special, ⑤ How is your plan? → What’s[What is] 

your plan?

04  ⑴ to play ⑵ to send

05 ⑴ bridge → bridges

  ⑵ popularest → the most popular 

⑶ buying → to buy 

⑷ stayed → to stay

06  ⑴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⑵ No, more beautiful

07   learning

08 greet → overcome 또는 get over

09  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기 

⑵ 기타 치는 법을 배우기 

⑶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10  challenged → challenging

11 to read

12  (A)second (B)ready

p.50~51

01  계획을 말할 때, I’m planning to 동사원형 ~.(나는 ~할 계획
이야.) I’m going to 동사원형 ~.(나는 ~할 거야.) I’ll 동사원
형 ~.(나는 ~할 거야.)을 사용할 수 있다.

02  (1) I hope (that) 주어 can 동사원형 ~. 주어가 할 수 있기
를 바란다. (2) next year: 내년(에) winner: 승자 (3)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all day: 하루 종일 
grade: 성적

03  ① 요일을 나타내기 위해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한다. ② -thing
으로 끝나는 anything, nothing, something 등 은 형용사가 
뒤에 온다. (후치 수식) ⑤ 계획에 대해 남자아이가 대답하고 있
으므로, What을 이용해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

04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05   (1)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들 중의 하나 

(2) popular의 최상급은 most popular이고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3), (4) ‘~하기 위하여’라는 뜻의 to부정
사의 부사적 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최상급 = 비교급 than+any other+단수 명사 = 부정 주어+비
교급 than = 부정 주어+as[so] 원급 as

07   보어로 쓰인 to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
08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수학 공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greet: 맞다, 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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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및 해설

|모범답안| 

01 (A) planning to do

 (B) to visit the museum, What are you

 (A) to go swimming

02 ⑴  I study math very hard to become a math 

teacher.

 ⑵  I practice singing very hard to be a singer.

03  (A)bought (B)my favorite actor (C)my role 

model (D)can travel (E)to buy

p.52

01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get one’s hair cut: 
~의 머리를 자르다

02  (1) take care of: 돌보다 (2) put effort into: ~에 노력을 들
이다, 힘들이다 (3) throw away: 버리다, 던지다 (4) go on a 

01  ③ 02 ⑴ of ⑵ into ⑶ away ⑷ on

03 ② 04 (i)nstrument 

05 (c)omplete 06 ⓑ to see ⓒ standing

07  The top thing on my list is a bike tour to Jejudo.

08  ④ 09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new school year?

10 ⓐ in ⓑ in ⓒ into 11 ③ 12 ①, ③ 

13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 

14 ①, ④ 15 (f)avor 16 help you choose one 

17 ② 18 ② 19 No, as[so] high 

20  ⑴ Sarah took the subway to go to school. 

⑵ I sat under a tree to take a rest. 

⑶ Amy woke up to find her cellphone on the bed.

21  ③번, in → of 22 ② 23 get 

over 24 ④ 25 ③ 26 for

27 completed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28 How about you?

p.53~56

tour: 관광하다, 여행을 떠나다
03  plan: 계획; 계획하다 / 그의 계획은 한 달에 두 권의 책을 읽는 
것이다. 언제 유럽으로 갈 거니?

04  instrument: 기계, 기구 musical instrument: 악기
05  complete: 완료하다, 완결하다 / 특히 긴 시간이 걸릴 때 무엇
인가를 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끝내다

06  ⓑ want는 to부정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다. ⓒ standing은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07  top: 꼭대기의, 위의 list: 목록 bike tour: 자전거 여행
08   ④ 소미가 좋아하는 밴드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① 소
미는 좋아하는 밴드가 있다. ② 금년에 진수는 제주도에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③ 그들은 금년의 버킷 리스트(하고 싶
은 일)에 대해 얘기하는 중이다. ⑤ 소미는 콘서트에서 무대 앞
에서 보기를 원한다.

09  special: 특별한 plan: 계획; 계획하다
10  ⓐ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을 갖다 ⓑ in Chinese: 중국어로 
ⓒ get into: ~에 빠지게 되다

11  ③ not sure를 sure로 바꿔야 적절하다.
12  ① 맨 마지막 대화에, 보통 때처럼 과목마다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남자아이는 보통 좋은 성적을 받는다. ② 
Kate는 중국어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③ Kate는 중국어 공
부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④ Kate는 금년에 매일 새로운 중국
어 단어를 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⑤ Kate가 중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다.

13  be planning to 동사원형: ~할 계획이다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14  have[get]+목적어+pp: 목적어가 p.p.되도록 하다
15  favor: 친절, 호의
16  새로운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17  dirty와 wet의 최상급은 각각 dirtiest와 wettest이다.
18  Diana was at a restaurant to have lunch.
19  최상급 = 비교급 than+any other+단수 명사 = 부정 주어+비
교급 than = 부정 주어+as[so] 원급 as

20  (1), (2)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이용한다. (3) 부정사
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를 이용한다.

21  최상급 구문을 쓸 때 ‘~ 중에서’는 보통 ‘of+복수명사’, ‘in+단
수 집합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와 ②는 과목, ① 지배를 받는, ③ 주제[대상/화제], ④ (그
림•사진 등의) 대상[소재], ⑤ 연구[실험] 대상

23  overcome = get over: 극복하다
24  ④번 다음의 문장들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④번이 적절하다.

25  부사적 용법(목적)의 to부정사 = in order[so as] to동사원형 
= that[so that/in order that] ~may[can]

26  be ready to부정사 = be ready for 동명사[명사]: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7  ‘올해 나의 버킷 리스트를 완성했다.’
28  What about you? = How about you?: 너는 어때? 

overcome = get over: 극복하다
09   진수의 버킷 리스트는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
기’, ‘기타 치는 법을 배우기’,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이다.

10   challenge의 형용사형 challenging이 알맞다.
11   like는 목적어로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부정사만 쓸 수 있다. would like to부정사 = 
want to부정사

12   소미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항상 강아지를 원해 왔고 이제 애완동물을 돌볼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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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둘은 반의어 관계이다. pull: 당기다 push: 밀다 increase: 증
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02  in front of: ~ 앞에 instead of: ~ 대신에
03  crack: 금, 깨진 틈
04  advice: 충고
05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 수리소
06  뉴욕 시는 5년 안에 최소한 20%까지 소금 섭취량을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⑤ 줄이다, 감소시키다

07  낡은 규칙이 새로운 규칙으로 바뀌었다 ⑤ rule: 규칙
08  ③ 등/등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항상 무릎
을 구부려라. ① 그 소설은 그것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②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
야. ④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은 사실을 확인
하는 것이다. ⑤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자.

09  (p)revent: 예방하다. 막다.

01 increase 02 ④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⑤ 08 ③

09 (p)revent

p.60

Let’s Be Smart Smartphone Users

2

pp.8~12

01 ⑴ worse ⑵ behind

02  always late for

03  from

04  ⑴ leaning ⑵ lower ⑶ hurt ⑷ Bend

05  ⑴ (g)et in touch ⑵ give it back ⑶ do warm 

up[warm-up] exercise ⑷ paying attention to

06  ⑴ at ⑵ on

p.61

01  주어진 보기는 반의어 관계이다. (1) better: 더 좋은 worse: 
더 나쁜 (2) in front of: ~ 앞에 behind: ~ 뒤에

02   be late for: ~에 늦다
03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 / 연극이 너무 지루해서 나
는 잠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from time to time: 가끔, 이따
금 / 너는 가끔 휴식할 필요가 있다.

04   (1) lean: 기대다 (2) lower: 낮추다 (3) hurt: 다치게 하다, 

p.62~63

1  (B) You should study tonight. 

(B) You’d better keep him warm.

2  (B) better eat 

(B) You’d better study

3  (B) Make sure you, for  

(A) Make sure you don’t touch 

(B) I won’t

4  (B) Make sure you drink a lot of warm water.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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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 Speak 1 A

under / should get more sleep

Listen & Speak 1 B

1   forgot / Yes, What should I do / I think you should tell

2   down / put on / this / What should / should cut down 

on

Listen & Speak 1 C

1   always late for, should I / set an alarm

2   What should I / should get some rest

3   What should I do / take, the service center

Listen & Speak 2 A

Make sure, by

p.66~67

아프다 (4) bend: 구부리다
05   (1) get in touch with: ~와 연락[접촉]하다 (2) give back: 
돌려주다 (3) do warm up[warm-up] exercise: 준비운동을 
하다 (4)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06   (1) at+시간: ~시에, at least: 적어도 (2) put on: ~을 늘리다, 
더하다 have a ride on: ~을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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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답 및 해설

01   ‘You should + 동사원형’을 사용해 충고하는 말을 할 수 있다.
02  ‘Make sure ~’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Make sure ~’ 다음
에 대해 긍정이면 ‘OK. I will.’로 답하고, 부정이면 ‘OK. I 
won’t.’로 답한다.

03  (C) 진수네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자, 
(A) 진수의 엄마가 허락을 했는지 물어본다. (B) 허락을 했고, 
그녀가 피자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대답하자, (D) 진수네 집에
서 자는 것을 허락하고, 진수의 집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 연락
할 것을 당부한다.

04  부정의문문의 질문에 대답할 때,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로 대답한다. No, she is. → Yes, she is.

05  ⑤ Jenny의 생일이 지난 것만 언급되어 있고, 정확히 언제 생일
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01  feel down: 우울하다 ① 실망한 ② 신난 ③ 우울한 ④ 불안한 
⑤ 당황스러운

02  put on: ~을 늘리다, 더하다 cut down on: ~을 줄이다
03  ② 과학책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면 돌라달라는 말은 어색하다.

04  피자를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손을 먼저 씻으라는 당
부를 하고 있다.

05  잠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30분 동안 걸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이다.

06  make sure ~.: 꼭 하도록 해. take a walk: 산책하다 about: 약

01 ② 02 ④ 03 (C) → (A) → (B) → (D) 

04 ③ 05 ⑤

시험대비 기본평가 p.68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make sure you take a walk for 

about 30 minutes 07 ②, ④ 

08 ④ 09 Just make sure you give it back 

when you’re done. 10 ③ 11 crack 

12 ④ 

p.69~70

Listen & Speak 2 B

1   sleep over at / make / Make sure you text, get to

2   what  / reading / don’t read in the dark, good for / 

turn, on

3   bring / won’t / borrow / make sure / give it back

Listen & Speak 2 C

1 make sure you, first

2   Can I  / turn it off after using it

3   Can I ride on, a life jacket

01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충고하기)
02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충고하기) keep in mind:명심
하다

03  make sure: 반드시 ~하도록 하다, ~을 확실히 하다 lean on: 
~에 기대다

04  휴대 전화로 소설을 읽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는 어두
운 데서 읽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이 당부의 말에 ‘불을 
끌 것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turn off: (불·라디오·텔레비전 
등을) 끄다 turn on: (불·라디오·텔레비전 등을) 켜다

05  (B) 과학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에, (D) 상대방은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A) 상대방에게 과학책을 빌려
도 되는지 묻자 (C) 허락하며 꼭 돌려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다.

06  무슨 일인지 묻는 질문에, (E) 휴대 전화를 보라고 얘기한다. 
(D) 휴대 전화 화면이 깨진 것을 보고, 떨어뜨렸는지 질문한다. 
(A) 여기 오는 길에 떨어뜨렸다고 답한다. (C) 이에 휴대 전화
를 보호해 주는 휴대 전화 케이스에 대해 말하자, (B) 하나 살 
것이라고 말한다.

07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는 사람에게 좀 덜 자라는 충고가 아
니라 좀 더 자라는 충고가 어울린다.

pp.8~12

01   You should get some rest. 

02 What should I keep in mind?

03 Make sure you don’t lean on the door.

04 ⑤ turn the light off → turn the light on

05 (B) → (D) → (A) → (C)

06  (E) → (D) → (A) → (C) → (B)

07  less → more

p.71

07  당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Make sure ~.(꼭 하도록 
해.), You had better ~. (~하는 것이 좋겠다.), Don’t forget 
to ~. (~할 것을 잊지 마.), Remember to ~.(~할 것을 기억해
라.) 등이 있다.

08  (A) 남자아이가 책을 안 가져와서 (B) 여자아이에게 책을 빌리
는 대화이다. bring: 가져오다 borrow: 빌리다 lend: 빌려주다 
rent: (땅·집 등을) 빌리다[빌려주다]

09  Make sure ~: 반드시 ~하도록 하다, ~을 확실히 하다 give 
back: 돌려주다 be done: 끝나다

10  ‘Did you drop it?(그것을 떨어뜨렸니?)라는 질문에 주어진 
문장인 ‘여기 오는 길에 떨어드렸어.’라는 말이 어울리므로 ③이 
적절하다.

11  crack 금, 깨진 틈 / 어떤 것이 깨졌지만 실제로 분리되지는 않
았을 때 표면에 생긴 얇은 선

12  ④ Henry가 새로운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내
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 휴대 전화 케이스는 휴대 전를 보
호해 준다. ② Henry는 그의 휴대 전화 화면이 깨져서 행복하지 
않다. ③ Henry는 휴대 전화 케이스를 살 것이다. ⑤ Henry는 
최근에 휴대 전화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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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⑴ write → write on ⑵ looking → look  

⑶ play → to play ⑷ doing → (to) do

02  ④

03 ⑴ He made everyone work late.

 ⑵ Autumn is the season to harvest. 

 ⑶ He helped me carry the heavy box.

 ⑷ I had a lot of work to do last night.

시험대비 기본평가 p.74

p.72~73

1  ⑴ to drink ⑵ to teach / we should leave  

⑶ to eat with ⑷ curious to ask

2  ⑴ laugh ⑵ repaired 

⑶ to do ⑷ to paint

01   (1) to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2) 사역동
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3) to play로 time
을 수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4) help는 준사역동사로 목적격보
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온다.

02  get은 to부정사가 목적격보어로 와야 한다.
03  사역동사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온다. (help는 to부정사
도 가능)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하여 앞의 명사를 수
식한다.

01 ⑤ 02 ① 03 ⑤ 

04 to wear nice → nice to wear

05  ⑴ smile ⑵ painted ⑶ to find ⑷ to walk ⑸ to 

check ⑹ to take care of ⑺ wrong to correct

06 ② 07 ③, ④ 08 ⑤ 09 ②

10  ① 11 ③ 

12  ⑴ I want to make it happen during the school festival.  

⑵ Is there anyone funny to bring to the party? 

⑶ I’ll have all the files copied for the meeting. 

⑷ Dominick bought his daughter a doll to play with. 

⑸ Amy got her sister to do her homework by herself.

13  ① 14 ⑤ 15 ③

16  Susan wants a comfortable T-shirt to wear during 

the hiking. 

17  I am looking for something nice to make me look 

p.75~77

01   put on gloves와 같이 쓰므로 전치사 on이 있어야 하며 
gloves를 수식해야 하므로 to부정사 형태가 적절하다.

02  사역동사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온다.
03  첫 문장에서는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능동의 의미가 필요하
므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적절하다.

04  to부정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
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
다.

05  (1) 사역동사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온다. (2) 사역동사
의 목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
다. (3) help는 준사역동사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
정사가 나온다. (4) get은 to부정사가 목적격보어로 나와야 한다. 
(5) time을 수식하는 to check가 적절하다. (6) take care of 
two daughters와 같이 쓰므로 전치사 of가 있어야 한다. (7) to
부정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
할 때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06  ②번은 부사적 용법의 ‘결과’이지만 <보기>와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
적 용법이다.

07  ①, ②, ⑤ 형용사적 용법 ③ 부사적 용법의 ‘원인’ ④ 명사적 
용법(목적격보어) run into: ~을 우연히 만나다

08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와야 한다.
09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나온다 . 

emails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의 to부정사가 적절하다.
10  allowed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11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12  (1)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2) to부정
사가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
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3) 사역동사의 목
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4) 인형을 노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이므로 with
가 필요하다. play a doll (×) play with a doll (◦) (5) 
get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어로 to부정
사가 나와야 한다.

13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14  live in a house로 써야 하므로 in을 빠뜨리면 안 된다.
15  주어진 문장과 ③번의 make는 사역동사로 그 쓰임이 같다.
16  to를 보충하여 형용사적 용법으로 T-shirt를 수식하도록 한다.
17  ‘어떤 멋진 것’은 something nice로 쓰고 to make가 이것
을 수식하도록 하고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look이 오도록 문장을 만든다.

18  (1) to become이 a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쓴
다. (2)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3) 
to give로 a present를 수식하게 하고 to make로 부사적 용

good. 

18  ⑴ to become ⑵ do ⑶ to give, to make  

⑷ finished ⑸ to talk with ⑹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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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답 및 해설

법(목적)으로 쓴다. (4)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
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 finished가 적절하다. (5) to부정사가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명
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with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
의한다. (6) get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
어로 to부정사인 to work가 나와야 한다.

pp.8~12

01   achieving → to achieve

02  ⑴ Angie has twin sisters to take care of. 

⑵ Allen knows many silly jokes to make us laugh.

03   ⑴  Marilyn won’t let her daughter sleep over at 

her friend’s.

 ⑵ I don’t know how she got him to say yes.

 ⑶ I asked him to have my computer repaired.

 ⑷ He helped her (to) carry her things.

04 ⑴  I want to have the ability to speak English 

well.

 ⑵ She took the chance to become an actress.

 ⑶  Is there a way to solve the problem? 등 어법에 

맞게 쓰면 정답

05  taken

06  ⑴  to decide

 ⑵ to talk about

 ⑶ to remember

07 to eat → eat, feeling → (to) feel

08  ⑴  to protecting → to protect

 ⑵ look → look after

 ⑶ write → write on

 ⑷  important something to tell → something 

important to tell

09  ⑴  Our teacher made us hand in our report by 

tomorrow.

 ⑵  The police officer made them leave immediately.

 ⑶ My mom made me come home early today.

10 ⑴ Our teacher made us use only English in class.

 ⑵  When he went to Paris, there was nobody to 

depend on.

 ⑶ Simon had his computer checked.

 ⑷  They needed a teacher to teach them English.

 ⑸ I helped Mom to prepare dinner last night.

11 ⑴ to clean   ⑵ repaired

p.78~79

01   goal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achieve가 적절하다.
02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이용한다.
03  (1)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2) get은 사

p.80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p.81

1 T 2 F 3 T 4 T 5 F

   확인문제

p.81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온
다. (3)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
분사가 적절하다. (4)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
사가 나온다.

04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용법의 to부정사를 이용한
다.

05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개가 동물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수동
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06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
한다. (2)번에서 talk topics가 아니라 talk about topics이므
로 about을 빠뜨리면 안 된다.

07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며 help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나온다.

08  (1) to protect가 tip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적절하다. 
(2) look after는 두 단어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므
로 after를 생략하면 안 된다. (3) to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4) to부정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
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09 사역동사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10  (1)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한다. depend on의 on을 빠뜨리지 않도
록 조심한다. (3) 컴퓨터가 검사를 받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목적
격보어로 과거분사를 써야 한다. (4) ‘가르칠 선생님’이므로 to 
teach가 a teacher를 수식하도록 한다. (5) help는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나온다. 단어 수에 맞춰 to부정사
를 이용한다.

11  (1) get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어로 to
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2) 자전거가 수리되는 것이므로 과거분
사 repaired가 적절하다. mechanic: (기계) 수리공,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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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ealth Tips 02 spends, using

03 checks 04 plays, games 05 texts 

06  finds information 07 online comic 

books 08  watches   09 take, off

10 cause health problems 11 a heavy user 

12 If so, to protect 13 Watch 

14 usually bend 15 text neck pose 

16  to prevent, up to 17 Another way, 

instead of bending 18 a break

19  feel tired, for a long time 20 in the dark, 

worse 21  To avoid, from time to time

22 Every, a 20-second break, feet away 

23 blink, often 24 keep, from becoming 

25  on your smartphone 26 Texting, hurt

27 Try 28 help reduce 29 Pull on 

30 Put, together with your arms 31 remember 

32 The best tip, to use, less

33 some rest from 

p.82~83

  1  Health Tips for Smartphone Users

  2  Seongmin spends a lot of time using his 

smartphone.

  3  He checks the news and weather.

  4 He plays smartphone games.

  5   He texts his friends.

  6   He find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7   He reads online comic books.

  8   He watches movies.

  9   Seongmin cannot take his hands off his 

smartphone all day long.

10   He does not know that using a smartphone too 

much can cause health problems.

11   Are you a heavy user of your smartphone like 

Seongmin?

12   If so, here are some tips to protect your health.

13   Watch your neck and back.

14   When you read on your smartphone, you usually 

bend your neck.

15   This “text neck” pose increases the pressure on 

your neck and back.

16   The best way to prevent this pressure is to bring 

the phone up to the level of your eyes.

17   Another way is to lower your eyes instead of 

p.84~85

bending your neck.

18 Give your eyes a break.

19   It makes your eyes feel tired and dry to read small 

letters on a smartphone for a long time.

20   Using a smartphone in the dark or in a moving car 

makes this problem worse.

21  To avoid this, give your eyes a break from time to 

time.

22   Follow the 20-20-20 rules: Every 20 minutes, take a 

20-second break and look at something at least 

20 feet away

23   Also, blink your eyes often.

24 This will keep your eyes from becoming dry.

25   Do you text a lot on your smartphone?

26   Texting for a long time can hurt your fingers and 

wrists.

27   Try these exercises.

28   They will help reduce the pain in your fingers and 

wrists.

29   Pull on each finger of each hand.

30   Put the backs of your hands together with your 

arms out in front of you.

31   But remember.

32   The best tip to prevent these health problems is 

to use your smartphone less.

33   Give yourself some rest from your smartphone.

01 ② 02 Are you a heavy user of your 

smartphone like Seongmin?  03 ⑤ 

04  ① 05 text neck 06 (A)increases (B)

pressure (C)prevent 07 ① 08 ②

09 to blink[blinking] your eyes often 10 ④ 

11  using 12 ③ 13 eyes → fingers and 

wrists 14 (1) 각각의 손의 각각의 손가락을 당기세요.

(2) 팔을 여러분 앞에서 벌린 채로 손등을 마주 놓으세요.

15 to reduce  16  ⑤ 17 ② 

18  using a smartphone too much makes my eyes 

feel dry and tired. 19 ④ 20 ③

21 from 22 8 23 dangerous 24 ②

25 ①, ③ 26 I can easily get information I need. 

27 ①, ④ 

p.86~89

01  본문 끝에 여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몇 가지 조언이 있
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health’가 적절하다. ④ 
posture: 자세, ⑤ grade: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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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답 및 해설

02  a heavy user: 과다 사용자
03  ‘여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몇 가지 조언이 있다’는 말로 본문
이 끝나므로, 뒤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몇 가지 조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read on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보다, the pressure 
on: ~에 가해지는 압력

05  text neck: 거북목 증후군, 거북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진 자
세, 손에 든 장치를 지나치게 보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인해
서 목에 반복되는 스트레스, 부상 그리고 통증을 묘사하는 단어

06  (A)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해야 하므로 increases가 적절하
다. decrease: 줄이다, 감소시키다, (B) ‘압력’을 증가시킨다
고 해야 하므로 pressure가 적절하다. pressure: 압력, 압박, 
pleasure: 기쁨, 즐거움, (C) ‘예방’하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라고 해야 하므로 prevent가 적절하다. protect: 보호하다

07  ①번 다음 문장의 this problem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받고 
있으므로 ①번이 적절하다.

08  ② 드물게, ⓐ와 나머지는 다 ‘가끔’
09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을 가리킨다.
10  many+복수명사, a lot of = lots of = plenty of: 수나 양이 
많을 때 사용, ⑤ much = a great deal of: 양이 많을 때 사용

11  spend+시간+~ing: ~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12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13  오랫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손가락’과 ‘손목’을 상하게 
할 수 있다. do harm to: ~에 해를 끼치다

14  본문의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다.
15  help 다음에는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16  위 글은 스마트폰 사용의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에 관한 글이므
로, 제목으로는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적합하다.

17  앞에 나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므로 ②번 On 
the other hand(한편, 반면에)가 가장 적절하다. ① 게다가, 
③ 그러므로, ④ 예를 들면, ⑤ 비슷하게

18  ‘using’을 보충하면 된다.
19  위 글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눈 문제를 예방하는 법에 관한 
글이다.

20  ⓐ와 ③ 가주어, ① 비인칭주어, ② 그것(앞에 이미 언급되었거
나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사물·동물을 가리킴), ④ 사람의 신분
을 나타낼 때 씀, ⑤ 가목적어

21  keep A from ~ing: ~가 …하는 것을 막다.
22  1번 항목 2점 + 2번 항목 1점 + 3번 항목 1점 + 4번 항목 2점 

+ 5번 항목 2점 = 총 8점
23  7-10점이 ‘Danger!’인데, 글쓴이는 8점이므로 ‘dangerous’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차에서는 스마트폰을 ‘때때로’ 사용한다.
25  ⓐ와 ②, ④, ⑤는 즉시, ① 잠시 동안, ③ 가끔
26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7  ②, ③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⑤는 단점에 설명되어 있다.

pp.8~12

01 to use

02  If you are a heavy user of your smartphone like 

Seongmin

03 bend

04 “거북목 증후군” 자세 때문에 당신의 목과 척추에 증가된 압력

05   lift → lower

06 Give a break to your eyes

07 (A)tired (B)minutes (C)20-second

08   20분마다 20초의 휴식을 취하고 적어도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

09  wrist → finger

10   (A) backs   (B)in front of

11  are → is

12 ⓐpressure   ⓑup   ⓒbending

13 ⓐeyes   ⓑbreak   ⓒblink

14 ⓐfingers   ⓑwrists   ⓒwith

p.90~91

01   주어 자리에 동명사와 to부정사를 쓸 수 있다.
02  ‘만약 여러분이 성민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라면’이라는 
뜻이다.

03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은 보통 목을 ‘구부린다.’
04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05  목을 구부리는 대신에 시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
하다. lift: 들어 올리다

06   give는 ‘to’를 사용하여 3형식으로 고친다.
07  (A) 눈이 ‘피곤해진’ 것이므로 tired가 적절하다. tiring: 피곤
하게 만드는, (B) ‘20분마다’라고 해야 하므로 minutes가 적절
하다. every+기수+복수명사: ~마다, (C) ‘a’와 명사 ‘break’ 
사이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수로 써
야 하므로 20-second가 적절하다.

08  바로 뒤에 나오는 설명을 쓰면 된다.
09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을 당기고 있다.
10  팔을 여러분 ‘앞에서’ 벌린 채로 ‘손등’을 마주 놓으세요.
11  주어가 The best tip이므로 ‘i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2  당신의 목을 구부린 것으로 인한 ‘압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휴대 전화를 여러분의 눈높이까지 ‘올리고’ 목을 ‘구
부리는’ 대신에 시선을 낮추는 것이다.

13  여러분의 ‘눈’이 피곤해지고 건조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을 피
하기 위해 20-20-20 규칙을 따르면서 눈을 때때로 ‘쉬게’ 하고 
눈을 자주 ‘깜빡여라’.

14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각 손의 각 손가락을 
당기고 팔을 여러분 앞에서 벌린 채로 손등을 마주 놓으세요.

01 ③ 02 A) for (B) set 03 ①  

04 ④ 05 keep 06   take 07 ①, ③

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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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dropped, drop: 떨어지다 ② reduce,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③ cut, cut down on: ~을 줄이다 ④ pay,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⑤ give, give back: 돌려
주다

02  be late for: ~에 늦다 set an alarm: 자명종 시계를 맞추다
03  ① hall: 복도
04  대화에서는 text가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의 의미로 쓰
였다. ①가사/그 노래의 가사는 노래 부르기가 좋을 것이다. ② 
본문, 글/이 책들은 삽화가 적고 글이 훨씬 많이 적혀 있다. ③ 
문자/보낼 메시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④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내가 최종 득점을 네게 문자로 보내 줄게. ⑤ 문자/그녀
는 어젯밤에 나한테 문자를 엄청 보냈어.

05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06  take: 가져가다 take a walk: 산책하다
07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cut: 줄이다, 삭감하다 decrease: 
감소하다

08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은 ‘You’d better+동사원형’, ‘(I 
think) You should 동사원형 ~.’, ‘Maybe you should 동사
원형 ~.’, ‘Why don’t you ~?’ 등이 있다.

09   휴대 전화를 보라는 대답에 ‘네 휴대 전화 화면에 금이 갔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① protect: 보호하다 ② prevent: 예방하다, 막다 ③ 
increase: 증가하다 ④ avoid: 피하다 ⑤ produce: 만들다, 생
산하다

11  갑자기 땅이나 어떤 것에 떨어지다 / drop: 떨어지다
12  ④ 휴대 전화를 떨어뜨려서 휴대 전화 화면에 금이 갔다.
13  물놀이 활동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는데 구명조끼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어색하다.

14  (1) dresses와 (2) sights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쓴다.

15  <보기>와 ①번은 형용사적 용법 ②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 
③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④ 부사적 용법의 ‘목적’ ⑤ 부사적 
용법의 ‘결과’

08 ②, ④, ⑤ 09 ②  10 ① 11 drop  

12 ④  13 ⑤ 14 ⑴ to sell ⑵  to see

15 ① 16 make, have, let 중의 하나를 쓰면 정답 

17  ⑴ to write letters with   ⑵ to take pictures with 

⑶ to live in 18 ④ 19 ③

20  ② 21 ⑤ 22 ④  

23 ⑴ build, to produce   ⑵ turn down, to put

24 to talk about 25 ③   

26 ⓑ와 같은 것: ②, ⑤   ⓒ와 같은 것: ①, ③, ④ 

27 Using a smartphone in the dark or in a moving car. 

28 bending  29 ④ 30 ③ 

31 I can get in touch with my friends right away. 

32 ②  33 (A)off (B)day (C)heavy 34 tips

16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왔으므로 사역동사가 적절하다. 내
용상 동사원형이 올 수 있는 help는 적절하지 않다.

17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한다.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
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18  ④번은 사역동사가 아니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역동사로 쓰였다. 
③ have[get]+목적어+과거분사: 목적어가 ~되도록 하다

19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
가 적절하다.

20  get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
가 나와야 한다.

21  ⑤ Linda doesn’t have any patients to take care of.
22  ① My sister often helps me (to) do my homework. 
② They had many options to choose about the 
experiment. ③ I’ll have your health checked. ⑤ He 
spends a lot of time using his smartphone. option: 선택
권, 옵션

23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고, to부정사의 형용사
적 용법을 이용한다. put somebody to bed: 누군가를 재우다

24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한다.
25  ⓐ와 ③ (작업 중의) 휴식 (시간), ① (법, 약속 등을) 어기다, 
② ~에게 (안 좋은) 소식을 알리다, ④ 깨(뜨리)다, 부수다, ⑤ 
(파도가) 부서지다

26  ⓑ와 ②, ⑤는 동명사, ⓒ와 ①, ③, ④는 현재분사
27  눈이 더 피곤하고 더 건조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즉, 눈 문제
를 악화시키는 것)은 ‘어두운 곳이나 움직이는 차에서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것’이다.

28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써야 한다.
29  ④ 이러한 압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 전화를 여러분
의 눈높이까지 올리는 것이다.

30  주어진 문장의 That에 주목한다. ③번 앞 문장의 내용을 받고 
있으므로 ③번이 적절하다.

31  get in touch with: ~와 연락[접촉]하다, right away: 바로
32  ②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에는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① 항
상, ④ 즉시, ⑤ 되풀이하여

33  (A)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고 해야 하므
로 off가 적절하다. take one’s hands off ~: ~에서 손 떼다, 
(B)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온종일, (C)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자인가?라고 해야 하므로 heavy가 적절하다. proper: 적
절한

34  tip: 조언, 유용한 충고, 동사 are에 맞춰 복수로 쓰는 것이 적절
하다

01  ⑴ depend on   ⑵ advice  02   ②

03  ④  04 ⑴ back, prevent him from playing   

⑵ should, watch out for   ⑶ I was late for   

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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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기의 단어는 동의어 관계이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 (1) rely on: ~에 의지[의존]하다 depend 
on: ~에 의존하다 (2) tip: 조언, 충고 advice: 조언, 충고

02  ① from, away from: ~에서 떨어져서 ② with, get in 
touch with: ~와 연락[접촉]하다 ③ for, be good for: ~에 
좋다 ④ from, from time to time: 가끔, 이따금 ⑤ on, cut 
down on: ~을 줄이다

03  ④ break: 휴식
04  (1) back: 등 prevent 목적어 from Ving: 목적어가 ~하는 것
을 막다 (2) watch out (for): (~에 대해서) 조심하다 (3) be 
late for: ~에 늦다 (4) instead of: ~ 대신에

05  (C) Jenny의 생일을 잊었다는 말에, (B) 상대방은 Jenny가 가
장 친한 친구가 아니냐고 질문한다. (A) 맞다고 대답하고, 어떻
게 해야 할지 충고를 부탁하는 말을 하자, (D) 정말 미안하다고 
Jenny에게 말하라고 충고 해준다.

06  (B) 기분이 우울하다는 말에, (D) 이유를 물어보니 (C) 겨울에 
5킬로그램이 쪘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자, 
(A) 간식을 줄이라는 충고를 해준다.

07  ④ give back it → give it back ‘give back’은 이어동사인
데, ‘동사+부사’의 이어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그 목
적어를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써야 한다.

08  ② 과학 수업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⑤ 왜 남자
아이가 과학책을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09  티셔츠에 쓰여 있는 글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티셔츠에 쓰
여 있는 글의 내용을 묻는 질문 다음에 들어가야 적절하다.

10  be planning on ~ing: ~할 계획이다 once a month: 한 달
에 한 번

11  24시간 동안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12  ④ It’s good for your eyes. → It’s not good for your 
eyes.

13  ① The best way to prevent this pressure is to bring the 
phone up to the level of your eyes. ③ Some were really 
beautiful, but others made me feel scared. ④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⑤ I’ll get him to do 
the work.

14  (1)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2) 사역동
사의 목적격보어로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과거분사가 적절
하다. (3) to부정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
명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4) to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15  all day long: 하루 종일
16  ⓐ와 ④ ~처럼, ①, ③, ⑤ 좋아하다, ② ~와 같은(such as)
17  ⓐ와 ②, ⑤는 형용사적 용법, ① 부사적 용법(원인), ③ 부사
적 용법(결과), ④ 명사적 용법

18  목을 구부리는 ‘대신에’라고 해야 하므로 instead of가 적절하
다. ① ~에도 불구하고, ② ~에 따르면, ③ ~ 때문에, ⑤ ~와 
함께

19  ③ 위 글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거북목” 자세를 방지해야 한
다’는 내용의 글이다.

20  20-20-20 규칙은 20‘분’마다 20초의 ‘휴식’을 취하고 적어도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 rest도 
break와 같은 뜻이지만, 일관성을 주기 위해 본문의 시작과 중간
에서 사용한 break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keep[stop/prevent] … from ~ing: …이 ~하지 못하게 막다
[방해하다]

22  ① ‘머리’가 아니라 ‘눈’을 피곤해지고 건조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23  (A)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나요?라고 해야 하므로 a lot이 
적절하다. a lot of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 (B)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므로 less가 
적절하다. (C)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재귀대명사를 써야 
하므로 yourself가 적절하다.

24  ‘이런 운동들’을 가리킨다.

01   ⑴ You had better wash your hands first.  

⑵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first.  

⑶ Remember to wash your hands first.

02 I think you should cut down on snacks.

03  ④What should I to do? → What should I do?

04  ⑴ Brian has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⑵  Will you bring me a piece of paper to write 

names on?

 ⑶ Is there anything valuable to keep separately?

 ⑷ A delicious meal made his mouth water.

 ⑸ They got him to sign a new contract.

05  ⑴ Julia made me do my homework.

 ⑵ Her mom had Jenny prepare dinner.

 ⑶ Sam helped me (to) repair my computer.

p.102~103

⑷ instead of 05 (C) → (B) → (A) → (D)

06  (B) → (D) → (C) → (A) 07 ④ 08 ②, ⑤ 

09  ① 10 I’m planning on doing it once a 

month. 11 ① 12 ④ 13 ②

14  ⑴ My dad didn’t let me go camping.  

⑵ Emily had her new dress made last week. 

⑶ There’s nothing wrong to correct in this report. 

⑷ I bought my parents a house to live in.

15 every → all 16 ④ 17  ②, ⑤ 18 ④ 

19  ③ 20 ⓐ minutes ⓑ break ⓒ away 

21  ①, ④  22 ① 23 (A)a lot (B)less (C)

yourself 24 these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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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neck   (B)back 07   up to

08 ⑴ 휴대 전화를 여러분의 눈높이까지 올리는 것.

 ⑵ 목을 구부리는 대신에 시선을 낮추는 것.

09  to feel → feel

10 (A)worse (B)Every (C)at least

11 This will keep your eyes from becoming dry.

01  당부할 때, Make sure ~. (꼭 ~하도록 해.), You had better 
~. (~하는 것이 좋겠다.), Don’t forget to ~. (~하는 것을 잊
지 마.), Remember to ~.(~하는 것을 기억해라.)를 사용할 수 
있다.

02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 cut down on: ~을 줄이다
03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
04  (1), (2), (3)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용한다. 수식받는 명사
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과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함께 수식할 때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임에 유의한다. (4) made가 사
역동사, water가 목적격 보어이다. (5) get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나와야 한다.

05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오며 help는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가 나온다.

06   당신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구부리면, 이 자세 때문에 당신의 
‘목’과 ‘척추’에’ 압력이 증가한다.

07   압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 전화를 여러분의 눈높
이‘까지’ 올리는 것이다.

08   두 가지 방법은 다 목을 구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방
법이다.

09   사역동사 make+목적어+원형부정사
10   (A)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야 하므로 worse가 적절
하다. (B) 20분‘마다’라고 해야 하므로 Every가 적절하다. 
every+기수+복수명사: ~마다, (C) ‘적어도’ 20피트 이상 떨어
져 있는 사물이라고 해야 하므로 at least가 적절하다. at least: 
적어도, at last: 마침내

11 keep … from ~ing: …이 ~ 하는 것을 막다[방해하다]

|모범답안| 

01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 You 

should eat more vegetables. / I think you should 

cut down on the fat in your diet.

02 ⑴ Mom made me prepare dinner.

 ⑵ Mom had me clean the room.

 ⑶  Mom let me go to the movies.

 ⑷ Mom let me play soccer.

03   (A) right away

 (B) information 

 (C) dry and tired 

p.104

 (D) keep

 (E) intelligently

01  should+동사원형 :  ~해야  한다  exerc ise :  운동하다 
vegetables: 야채 cut down on: ~을 줄이다

01 ③ 02 ④ 03  ① 04 away

05 may I sleep over at Jinsu’s house?

06  make / Make 07 Make sure you are 

home by 12:00. 08 protect

09  get 10 ④ 11 (A) for (B) depend on 

(C) without  12 often 

13 Make sure you keep up with it. 14 ④  

15  ① 

16  ⑴  It makes your eyes feel tired and dry to read 

small letters.  

 ⑵ They had a big factory built at the top of the hill.

 ⑶ There was somebody important to meet there.   

 ⑷ Olivia has few friends to play with.  

 ⑸ Mike had his computer stolen. 17 ②

18  ⓐ off  ⓑ of  19  If so

20  (A)eyes (B)neck 21 ② 22 ①

23 ④ 24 ④ by → with 25 ③

p.105~108

01  turn off: ~을 끄다
02  pay attention to: ~에 주의를 기울이다
03  ride on: ~을 타다
04  away from: ~에서 떨어져서/나는 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
다. right away: 당장/나는 당장 그에게 전화할 것이다.

05  sleep over at: (남의 집에서) 자다
06  make: 만들다 make sure: 반드시 ~하도록 하다, ~을 확실히 
하다

07  make sure: 반드시 ~하도록 하다, ~을 확실히 하다 by+시간: 
~까지는

08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해, 손상,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하다/protect: 보호하다

09   get: 구하다, 사다
10  ‘Try it first.’은 ‘시험 삼아 먼저 해봐.’라는 의미로, 한 번 해보
고, 얼마나 자주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라는 말이 어울리므로 
④가 적절하다. 

11  for+숫자+시간 단위: ~동안 during+기간 명사: ~ 동안 
depend on: ~에 의존하다

12  how often: 얼마나 자주
13  Make sure ~: 반드시 ~하도록 하다, ~을 확실히 하다 keep 

up with: ~을 따르다, ~에 뒤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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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o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
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15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16  (1)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적절하다. (2) 공장이 
세워지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목적격보어로 과거분사가 적절하
다. (3) to부정사가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를 형용사와 함
께 수식할 때는 ‘대명사+형용사+to부정사’의 어순이다. (4)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
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5) 컴퓨터가 훔
치는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으로 수동의 의미이므로 목적격보
어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17  ② There is a small pool to swim in. to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18  ⓐ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다.’고 해야 하므로 
off가 적절하다. take one’s hands off ~: ~에서 손 떼다, ⓑ 
of: (목적격 관계) ~을, ~의

19  ‘만약 여러분이 성민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라면’이라는 
뜻이다.

20  또 다른 방법은 ‘목’을 구부리는 대신에 ‘시선’을 낮추는 것이다.
21  ⓐ와 ①, ⑤는 명사적 용법, ② 형용사적 용법, ③ 부사적 용법

(목적), ④ 부사적 용법(형용사 수식)
22  이 글은 ‘여러분의 눈에 휴식을 주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
로는 ‘여러분의 눈을 쉬게 하는 게 어때?’가 적절하다.

23  ④번은 3형식 문장이고, ⓐ와 나머지는 다 5형식 문장이다.
24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 ~을 …한 채로
25  ③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마주 놓아야 한다.

01   둘은 반의어 관계이다.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
다 difficult: 어려운 easy: 쉬운

02  bake: (빵 등을) 굽다 oven: 오븐 / 나는 오븐에 빵을 굽고 있
다.

03  grow: (동식물을) 기르다 vegetables: 채소 / 그들은 채소를 
재배하는 데 있어 유기농 방식을 사용한다.

04  opportunity: 기회 chance: 가능성, 기회 / 그것은 부유한 사
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회였다.

05  neighbor: 이웃 / 당신의 옆이나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
06  leader: 지도자, 대표 /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지
도자이다.

07  hold: (모임·식 등을) 개최하다
08  ① 십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가 시간 활동이 무엇입니까? 
② 나는 정말 너의 요리가 그립다. ③ 그녀는 밝은 색들을 좋아
하지 않는다. ④ note: 음, 음표 / 그는 단 하나의 음표도 읽지 
못하지만,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한다. ⑤ 한국은 이미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09  join: 참여하다, 가입하다

01  주어진 보기는 동의어 관계이다. happy: 행복한 pleased: 기쁜 
(1) gain: 얻다, 입수하다 get: 얻다, 획득하다, 사다 (2) gift: 선
물 present: 선물

02  have: 가지다 /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다. have a great 

01 ①  02 ① 03 ① 04 ①

05 (n)eighbor 06 leader 07 ⑤ 08 ④

09 who, can join

p.112

The School Club Activity 
Day

3

pp.8~12

01 ⑴ (g)et ⑵ (p)resent

02 have

03 How

04 ⑴ introduce ⑵ dolphins ⑶ doughnut ⑷ concert

05  ⑴ activity ⑵ neighborhood

06  ⑴ (c)lothes ⑵ introduce ⑶ interest ⑷ vegetables

07  If I join this club, I will practice very hard.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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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즐거운 시
간을 보내라!

03   how: 어떻게 / 어떻게 제가 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나요? how 
to+동사원형: ~하는 방법 / 나는 그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04   (1) introduce: 소개하다  (2) dolphin: 돌고래  (3) 
doughnut: 도넛 (4) concert: 연주회

05   (1) activity: 활동 / 어떤 종류의 동아리 활동을 좋아하세요? 
(2) neighborhood: 동네, (도시 내의 한 단위) 지역 / 이 근처 
지역은 쇼핑하기에 아주 좋다.

06   (1) clothes: 옷, 의상 (2) introduce: 소개하다 (3) interest: 
관심 (4) vegetables: 채소

07   join: 참여하다, 가입하다 club: 동아리 practice: 연습하다

p.114~115

1 how to use 

2 I want to learn how to take good pictures. 

3  What do you, doing, free time / I enjoy listening to 

music

4 I enjoy riding a bike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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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 Speak 1 A

know how to

Listen & Speak 1 B

1  heard you went to, How / I hope I can play / knew 

how to play the violin / good at

2   at, grew, myself, own / how to cook / taught

Listen & Speak 2 A

looking at, at night

Listen & Speak 2 B

1  Do you enjoy / love reading, about / reading / go, 

the library

2   What did you do / made / Do you enjoy cooking / 

cook, cooking

3   Where, get / made it for me / designer / enjoys 

making clothes

Real-Life Zone A

the leader, interest / When did you start playing / 

how to play the violin when / experience playing / an 

orchestra when, elementary / volunteer to teach / Do 

you enjoy teaching / experience, enjoy working with / 

have

Wrap Up

look, delicious / made them myself, baking, going to / 

want to learn how to make / at / time / Sounds, See

p.118~119

01   여가 시간에 무엇을 즐기는지 묻고 대답하고 있다. ‘I enjoy 동
명사 ~.’를 사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02  종이 고양이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대답하고 있다. how 
to+동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03  ‘Do you know how to+동사원형~?’을 이용해 상대방의 능
력이나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 물을 수 있다.

04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여자아이는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01 ④ 02 ① 03 ④ 04 ①

시험대비 기본평가 p.120

01 ① 02 ③ 03 ② 04 ① 

05 ⑤ 06 (A)looking   (B)doing[to do] 

07 ① 08 ⑤ 09  ② 10 ③

11 (A) in a group (B) no experience 

12  I started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when I 

was ten. 13  ②

p.121~122

01  ‘How was it?’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묻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유나의 바이올린 콘서트에 대한 느낌을 묻고 있고, 이
에 대한 대답 ‘It was great.’으로 이어진다.

02  대화에서 (A)와 ③은 ‘~처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외의 보
기는 ‘좋아하다’의 의미이다.

03  ② 남자아이는 자신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다.

04  Do you know how to ~?: 어떻게 ~하는지 하니?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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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리하기를 즐기는지 묻는 질문에 (C) 가끔 요리하기를 즐기고, 
피자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A) 이에 상대방이 요
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자 (B)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
한다.

02  드론을 샀는지 질문하자 (A) 사지는 않았고, 선물로 받았다고 
대답하면서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하며 상대방
이 방법을 아는지 질문하자 (C) 모르지만 지나가 알 것이라고 
대답한다. (B) 그러면, 지나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03  look at: ~을 보다
04  grow의 목적어로 these vegetables가 왔으므로 목적어의 자리

pp.8~12

01   (C) → (A) → (B)

02 (A) → (C) → (B)

03 at

04  me → myself

05  Do you know how to cook the vegetables (that) 

you grow

06 enjoyed do → enjoy doing

07 I didn’t know you knew how to play the violin.

08 I’m not good at it yet

p.123

p.124~125

1  ⑴ what to / what I should  

⑵ where to meet / where I should meet

2  ⑴ who[that] ⑵ which[that]

01 ⑴ eating → to eat  ⑵ go → to go

  ⑶ which → who[that] ⑷ who → which[that]

02 ③, ④ 

03  ⑴ She didn’t ask me what to do. 

⑵ Mariel didn’t know where to go. 

⑶  Degas liked to paint dancers who were dancing.

 ⑷ He has the dog that barked at the girl yesterday.

시험대비 기본평가 p.126

01   (1), (2) ‘의문사+to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decide와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3) a man이 선행사이므로 which가 
아니라 who나 that이 적절하다. (4) the movie가 선행사이므
로 who가 아니라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02  ③ some pictures가 선행사이므로 who가 아니라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④ ‘how to do’가 show의 목적어로 쓰여야 
한다.

03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쓰고 사물
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동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스페인어를 하는 방법
을 모른다는 말에, 상대방이 ‘Yes’라고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고 말하므로, 상대방에게 스페인어를 말하는 법을 아느냐고 질
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⑤ Of course I am. → Of course I do.
06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 love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07  get: ~을 사다, ~을 얻다. 주어진 말의 it이 a pretty backpack
을 가리키므로 ①이 적절하다.

08  문장의 끝에 오는 too는 ‘또한’의 의미로, 내용상 그녀는 훌륭한 
디자이너이고, 또한 옷 만드는 것을 즐긴다는 말이 나와야 하므
로, ‘Yes, she is (a really good designer).’의 의미를 가진 
⑤가 적절하다.

09  ② 지윤이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10  주어진 문장의 We는 나눔 오케스트라를 의미하며,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나온 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즐기는지 묻는 것이 어울린다.

11  (A)가 있는 질문의 대답이 오케스트라의 멤버였다고 말하고 있
으므로, 그룹으로 연주한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해야 한다. (B)가 
있는 문장 다음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뒤의 내용과 반
대 또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야 어울린다.

12  start+동명사 또는 to부정사: ~하는 것을 시작하다 how to+동
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13  케이트는 지금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이었다.

에 들어갈 수 있는 me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재귀대명사가 어울린다.

05  how to+동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cook: 요리하
다 grow: 기르다

06  ‘Do you ~?’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해야 한
다. 또한,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07  know 다음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play the 악기 이름: 
~을 연주하다

08  be good at: ~을 잘하다

01 ① 02 ② 03 ③ 04 who → 

which 또는 that  05 ⑤ 06 ④  

07  ⑤  08 ⑴ which ⑵ that ⑶ that ⑷ were  

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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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should+동사원형’이 적절하다.
12  주어진 문장과 ②번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쓰임이 같다. ④번
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13  go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으므로 what은 적절하지 않고 
‘why+to부정사’는 쓰지 않는다.

14  주어진 문장과 ①번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② 접속사 
③ 지시대명사 ④ 지시형용사 ⑤ 지시부사

15  ‘의문사+to부정사’는 ‘의문사+주어+should/can+동사원형’으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6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또는 동물일 경우 모두 쓰일 수 있는 것
은 that이다.

17  how to use: 어떻게 ~할지
18  an animal이 선행사이므로 which나 that을 써야 한다. ⑤번
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썼으므로 관계사절에서 주어로 
쓰인 it을 삭제해야 한다.

19  (1) where to buy: 어디에서 살지 (2)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나 that을 쓴다.

pp.8~12

01  which → who[that], taught → (to) teach, using → 

to use

02  ⑴ who → which[that]

 ⑵ is running → (which[that] is) running

 ⑶ whom → who

 ⑷ is → are

 ⑸ who she teaches → who teaches

03 ⑴ how you should swim

 ⑵ Which movie we should watch

 ⑶ whom I should thank

04 ⑴  Here are two club leaders who[that] want 

students to join their clubs.

 ⑵  This is the tea which[that] is good for your 

health.

 ⑶  The movie which[that] was directed by James 

Cameron was interesting.

 ⑷  There are a boy and his dog that are running 

at the playground.

 ⑸  Do you know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05 ⑴   You need to know how to play an instrument to 

join our club.

 ⑵   The old man didn’t know how to use the 

smartphone.

 ⑶ When I should visit London has to be decided.

 ⑷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06 ⑴   who is

p.130~131

01   do it이 나와 있으므로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
으며 ‘why+to부정사’는 쓰지 않는다.

02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는 that이나 who를 쓴
다.

03  첫 문장에서는 the problem이 solve의 목적어로 있으므
로 what이나 that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 
message가 선행사이므로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04  a party가 선행사이므로 who가 아니라 which나 that이 적절
하다.

05  목적어 it이 있으므로 what이 아니라 how나 where 등이 나와
야 한다.

06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쓰고 사물
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07  ① They went to the restaurant which[that] was 
famous for its traditional Korean food. ② I know 
a girl whose name is Karen. ③ Please let me know 
which way I should go. which가 way를 수식하도록 해
야 한다. ④ Tom has a painting which was drawn by a 
famous artist.

08  (1)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가 적절하다. (2) 선행사가 ‘사
람+동물[사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
다. (3)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that이 적절하다. (4)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가 적절하다. (5) a 
great novelist가 선행사로 사람이므로 who가 적절하다. (6) 
who를 목적격 whom 대신 쓸 수 있지만 whom을 who 대신 
쓰지는 않는다. (7)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뒤에 
분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which was를 쓰거나 which was를 생략한 형태
로 써야 한다.

09   의문사+to부정사 =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10  주격 관계대명사는 다음에 동사가 나오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11  (1) the machine이 목적어로 나와 있으므로 how가 적절하다. 
(2) ‘의문사+to부정사’가 적절하다. (3) why는 ‘의문사+to부
정사’로 쓰이지 않는다. (4), (5) ‘의문사+to부정사’나 ‘의문사+

⑸ who ⑹ who ⑺ which was 

09  I can’t decide what to wear. / I can’t decide what I 

should wear.  

10 ⑴ ③, who[that] ⑵ ③, which[that]

11  ⑴ how ⑵ to spend ⑶ what ⑷ I should  

⑸ how to read 12 ② 13 ①, ⑤

14  ① 15 ⑴ how they should[can] do  

⑵ where I should put ⑶ what I should do

16 ⑤ 17 ③ 18 ④ 

19 ⑴ where to buy   ⑵ which[tha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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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답 및 해설

 ⑵   which were

07  ⑴   We must learn how to speak English.

 ⑵   I don’t know what to say to her.

 ⑶  Tell me where to park the car. 등 어법에 맞게 

쓰면 정답

08 who[that] is reading a book

09 how to play

10  ⑴  Can you tell me how I can write an email in 

English?

 ⑵ I do not know what to do first.

 ⑶  Do you know that man who[that] is running 

along the river?

01   선행사가 people이므로 who나 that이 되어야 하며 helped
의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나 동사원형이 나와야 하고, ‘의문사
(how)+to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teach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1)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2)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뒤에 분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
우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하므로 who나 that이 적절하다 who를 목적
격 whom 대신 쓸 수 있지만 whom을 who 대신 쓰지는 않는
다. (4)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5)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므로 주어로 쓰인 
she를 삭제해야 한다.

03   ‘의문사+to부정사’는 ‘의문사+주어+should/can+동사원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의문사가 의문형용사로 쓰여 to부정사와
의 사이에 명사가 올 수 있다.

04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나 that을, ‘사람+동물[사물]’이면 반드시 that을 쓴다. 주격 관
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뒤에 분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05  (1) ‘의문사+to부정사’가 적절하다. (2) the smartphone이 
목적어로 나와 있으므로 how가 적절하다. (3) ‘의문사+주어
+should+동사원형’이 적절하다. (4) ‘why+to부정사’는 쓰지 
않는다.

06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뒤에 분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07  ‘의문사+to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
는 명사구로 사용되어 ‘~해야 할지, ~하는 것이 좋을지’라는 뜻
을 나타낸다.

08  the girl이 선행사이므로 who나 that을 이용한다.
09  피아노를 잘 친다는 대답으로 보아 ‘how to play the piano(피
아노 치는 법)’가 적절하다.

10  (1) how+to부정사: 어떻게 ~할지 (2) what + to부정사: 무
엇을 ~할지 (3)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쓴다.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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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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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01  Why Don’t You 02 Participating 

in, to enjoy 03 How about 04 who want, to 

join 05 what 06 Art Club

07 from 08 As, guess from 

09 do volunteer work 10 participated in 

11 On the dirty old walls, flying, jumping

12  As a result, into 13 to see, 

thanked  14 don’t have to 15 Anyone who

16 Come and be 17 Orchestra 18 the leader 

19 playing music, came to school 20 those 

21  play music for 22 how to play, a little bit

23 don’t worry 24 practice hard, get better

25 also teach, as a service to 

26 an eleven-year-old boy

27 At first, read a note

28 a simple song

29 Hearing him play, makes

30 By joining, have an opportunity

31 Come and join

32 for

p.134~135

  1 Why Don’t You Join Our Club?

  2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is a great way to 

enjoy your school life.

  3   How about joining a club?

  4   Here are two club leaders who want students to 

join their clubs.

  5   Let’s listen to what they say.

  6   The Picasso Art Club

  7   Hi! I am Sora Kang from the Picasso Art Club.

  8   As you can guess from the name of our club, we 

paint.

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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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s (B)want (C)to join 02 ①, ③ 03 two 

club leaders 04 ③  05  ④

06 ⑤ 07 to play → playing 또는 play 

08 ③  09 준호  10 ② 

11  잘하는 것: 공을 패스하는 것과 빨리 달리기 

못하는 것: 공을 헤딩하는 것

12  will join → join 13 ②, ④ 

p.138~141

01  (A) 동명사 ‘Participating’이 주어이므로 is가 적절하다. (B) 
선행사가 ‘two club leaders’이므로 want가 적절하다. (C) 
want+목적어+to부정사이므로 to join이 적절하다.

02  How about ~ing? = What about ~ing? = Why don’t 
you 동사원형?: ~하는 게 어때?

03  ‘두 명의 동아리 대표’를 가리킨다.
04  주어진 문장의 As a result에 주목한다. ③번 앞 문장의 결과를 
가리키므로 ③번이 적절하다.

05  ⓐ와 ④번은 ~하다시피[~이듯이], ① 이유, ② (비례) ~함에 
따라, ③ (자격 기능 등이) ~로(서), ⑤ (때) ~하고 있을 때, ~
하면서

06  ⑤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피카소 미술 동
아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07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 자리에 to부정사를 쓸 수 없다.
08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한다
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보람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능숙한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열심
히 피아노를 연습하는 준호’가 가입할 수 있다.

10  앞에  나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므로 
However가 가장 적절하다. ① 게다가, 더욱이, ③ 그러므로, 
④ 비슷하게, ⑤ 예를 들어

11  ‘공을 패스하는 것’을 잘하고 ‘빨리 달린다.’ 그러나, 나는 ‘공을 
헤딩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

12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한다.
13  ⓐ와 ①, ③, ⑤는 형용사적 용법, ② 부사적 용법, ④ 명사적 
용법,

14  participating만 쓰면 틀림. join = participate in: ~에 참석
하다

15  선행사가 사람(two club leaders)이고 주어 자리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이 적절하다.

16  ⓐ from: (판단의 근거) ~로 (보아), ⓒ into: 상태의 변화를 
나타냄

17  ④ 이웃 마을에 있는 건물들의 더럽고 오래된 벽에 그림을 그린 
‘결과’, 오래된 마을이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 적절하다. ② 게다가, ⑤ 즉, 다시 말해

18  ⓓ와 ②, ④, ⑤번은 부사적 용법, ① 명사적 용법, ③ 형용사
적 용법

19  ‘teach+목적어+to부정사’ 또는 ‘teach+목적어+의문사+to부
정사’

20  ⓑ와 ②번은 음, 음표, strike a note on a piano: 피아노로 어

  9   We also do volunteer work from time to time.

10   Last summer, our club members participated in 

the “Change Our Neighborhood” project.

11   On the dirty old walls of the buildings in our 

neighborhood, we painted birds flying high in the 

sky and dolphins jumping over blue waves.

12   As a result, the old neighborhood changed into a 

bright and beautiful place.

13   The neighbors were happy to see our work and 

thanked us.

14   You don’t have to be a good painter.

15   Anyone who likes to paint can join.

16   Come and be a member of the Picasso Art Club.

17   The Boram Orchestra

18   Hi! I am Minsu Jang, the leader of the Boram 

Orchestra.

19   Did you see several students playing music at the 

main gate when you came to school today?

20   We were those students.

21   We play music for our friends every morning.

22   You need to know how to play an instrument a 

little bit to join our club.

23   But don’t worry if you don’t play well.

24   We will practice hard and get better together.

25   We also teach children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as a service to our community.

26   I am teaching an eleven-year-old boy to play the 

violin.

27   At first, he did not know how to read a note.

28   Now he can play a simple song.

29   Hearing him play the violin makes me very happy.

30   By joining our club, you can have an opportunity 

to help others.

31   Come and join our club.

32   We are waiting for you.

14 participating in 15 who 또는 that

16 ① 17 ④ 18  ③ 

19 how to play 또는 to play 20 ② 

21  ⑴ 매일 아침 친구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한다. ⑵ 지역 

사회를 위해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친다

22  ① joining → to join 23 ④ 24 ⓐ득점, 

ⓑ목표 25 ③ 26 They will introduce 

and sell books to people. 2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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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음을 치다, ① (기억을 돕기 위한) 메모, 기록 ③ (격식을 차
리지 않은 짧은) 편지, 쪽지, ④ 공책, ⑤ 주의하다, 유념하다, 
주목하다

21  (1) 매일 아침 친구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다. (2) 민수
가 열한 살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사
회를 위해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친다

22  would like to부정사: ~하고 싶다
23  ④ 박 순호는 공을 헤딩하는 법을 모른다.
24  ⓐ make a goal: 득점하다, ⓑ goal(=aim, end, purpose): 
목표

25  hold: 개최하다
26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팔 것이다.
27  ③ 전시회의 규모는 알 수 없다. ① 도서 전시회, ② 나눔중학
교, ④ 5월 5일 ⑤ 책을 사랑하는 사람

pp.8~12

01 (A)volunteer work (B)painting (C)painting

02   ⓐflying ⓑjumping

03 need not 또는 don’t need to

04 (A)a little (B)eleven-year-old (C)happy

05   unless

06  We also teach children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as a service to our community.

07   It changed into a bright and beautiful place.

08   must not → don’t have to 또는 need not

09  Anyone who likes to paint can join.

10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한다.

11 (A)worry   (B)get better

12  make → makes

p.142~143

01   피카소 미술 동아리는 미술 동아리이고 가끔 ‘자원봉사’도 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다.

02  각각 뒤에서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로 고치는 것이 적
절하다.

03  don’t have to = need not = don’t need to: ~할 필요가 없
다

04  (A) a little: ‘양’이나 ‘정도’가 조금, a few: ‘수’가 조금, a bit: 
‘정도’가 조금, (B) eleven-year-old가 boy를 수식하는 형용
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year에 s를 붙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C) 목적격보어이므로 부사를 쓸 수 없고 형용사를 써야 한다.

05  if ~ not = unless
06   ‘as’를 보충하면 된다.
07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다.
08  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하므로 don’t 

have to나 need not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must not은 
‘금지’를 나타낸다.

09  anyone who: ~인 사람은 누구나
10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하는 법을 조금 알

01  ② 02 ③  03 ④

04  for 05 ⑴ (A)ctually ⑵ Where, to cook  

⑶ (o)pportunity 06 ② 07 ① 

08 ⑤  09 ⓐcooking ⓑcook ⓒcooking 

10 ⑤ 11 ① 12  ③ 13  looking

14 looking at the stars 15  ①, ⑤ 

16  where to put 17 ② 18 ⑴ I can 

get ⑵ to take ⑶ to look ⑷ which, to wear

19  ⑴ who ⑵ which 20 ⑤ 

21 ⑴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⑵ They are good at English. 

 ⑶ The friend lives in New Zealand.  

 ⑷  Chuck gave the present to her on her birthday.

22  ④ 

23 ⑴ She wants to see a movie which is interesting. 

 ⑵  Rose who works for a bank is Jake’s best friend. 

 ⑶  James bought a new computer which is really 

nice. 

24  several students playing music at the main gate 

when you came to school today 25 ①, ④

26  ① 27 ②, ⑤ 28 (A)Last summer (B)

high (C)thanked 29 ③ 

30 sick children 31 magic 32  ②

33 ⑤

p.145~149

01  ②번은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동의어 관계이다. ① gift: 선
물 present: 선물 ② dark: 어두운 bright: 밝은 ③ activity: 
활동 action: 행동, 활동, 실행 ④ actually:실제로, 사실은 
really: 정말로, 실제로 ⑤ enter: ~에 들어가다 join: 참여하
다, 가입하다 

02  be good at: ~을 잘하다 look for: ~을 찾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03  그 사람들 결혼 선물로 뭘 사줘야 할까요? get: ~을 사다, ~을 
획득하다

04  ask for help: 도움을 청하다 thank for: ~에 대해 감사하다
05  (1) actually: 실제로, 사실은 (2) cook: 요리하다 (3) 

opportunity: 기회
06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고, love는 동명사
와 to부정사 둘 다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다. ⓐ to read → 
reading ⓔ to go → go 제안하는 말을 할 때 ‘Let’s 동사원형 
~.’을 사용한다.

07  ① 소년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② 유미는 무슨 

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11  민수는 학생들에게 연주를 잘 못해도 그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12  동명사 Hearing이 주어이므로 단수 취급하여 makes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중2 시사송 본문 정답.indd   26 2020-03-05   오후 3:12:42



27

01  (p)ractice 02 ④ 03 ④ 04 What 

time 05 join  06 ③ 07 to play

08  ⑴ As a result ⑵ At first, interested ⑶ change 

into ⑷ let us know how to 

09 (B) → (C) → (A) 10 (B) → (A) → (C) 

11 What do you enjoy doing when you have free time? 

12  ⑴ Jisu asked her mother where to put the bag. 

⑵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⑶ I couldn’t decide what to cook. 

⑷  There are a few girls who[that] are playing 

basketball on the playground.

 ⑸  Janet loves books which[that] have many 

funny pictures.

 ⑹  Linda and her dog that were crossing the 

street were injured. 13 ③ 

14 ⑴ get → to get 

 ⑵ what → how

 ⑶  What he to eat → What to eat 또는 What he 

should eat

 ⑷ which → who[that]

 ⑸ is standing → (who/[that] is) standing

 ⑹ whom → who[that]

 ⑺ is → are

 ⑻ who he liked → who liked

15 ②, ⑤ 16 to join  17 volunteer 

18  we painted birds flying high in the sky and dolphins 

jumping over blue waves 19 ① 20 ②

21 ④ 22 ②

p.150~153종류의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 ③ 방과 후에 그들은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④ 유미는 읽는 것을 좋아하니? ⑤ 남자아이는 읽
는 것을 좋아하니?

08  질문에 대한 대답에 made를 사용하였으므로, 과거의 일을 물어
보는 질문이 어울린다. breakfast: 아침식사

09  ⓐ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 cook: 요리사,; 요
리하다 ⓒ cooking: 요리, 음식

10   but은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반대 또는 대조되는 말이 
나와야 한다.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즐기며, 해보고 싶다는 말이
므로, ⑤번이 어울린다.

11  interest: 관심
12  ⓒ that → when 여기서 when은 접속사로 ‘~할 때’의 의미이다.
13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15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는 that이나 who를 쓴다.
16 where to put: 어디에 두어야 할지

17  ②번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격 관계대
명사이다.

18  (1)~(3) 의문사+to부정사 = 의문사+주어+should/can+동사원
형 (4) 의문대명사 which가 의문형용사로 쓰여 to부정사와의 사
이에 명사가 올 수 있다.

19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쓴다.
20  ⑤ the story가 목적어로 나와 있으므로 what을 how나 when, 

where 등으로 고치거나 the story를 삭제해야 한다.
21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의 공통되는 명사나 대명사와 접속사의 역
할을 하는 것이므로 관계사절에 공통되는 (대)명사를 원래대로 
써준다.

22  ④번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적 용법
으로 ‘의문사+to 부정사’로 쓰였다.

23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쓰고 사물
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24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에 왔을 때 정문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
던 몇 명의 학생들’을 가리킨다.

25  ⓑ와 ②, ③, ⑤번은 동명사, ①, ④번은 현재분사
26  ‘매일 아침’ 연주한다.
27  ⓐ와 ①, ③, ④: 가끔, ② 항상 ⑤: 거의 ~ 않다
28  (A) ‘여름에’는 in summer라고 하지만, ‘지난여름에’는 전치사 

in 없이 last summer라고 한다. (B)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이
라고 해야 하므로 high가 적절하다. high: 높은; 높이, highly: 
매우, 대단히, (C) were와 병렬구문을 이루도록 thanked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29  ③ Picasso Art Club은 그림 동아리이므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30   ‘아픈 어린이들’을 가리킨다
31   Abracadabra 동아리는 ‘마술’ 동아리이다. 5월 5일에 회원들
이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아픈 어린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마술’하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32  ⓐ와 ②번은 축제 마당, 풍물 장터, book fair: 도서 전시회, 
① 공정한, ③ 금발의, ④ (수, 크기, 양이) 상당한, 제법 큰[많
은], ⑤ (날씨가) 맑은 breezy: 산들바람이 부는

33  ⓑ look for: ~을 찾다, ⓒ sell은 ‘to’를 사용하여 3형식으로 
고친다.

01  주어진 단어는 동의어 관계이다. chief: 장, 우두머리 leader: 
지도자, 대표 training: 훈련 practice: 연습

02  ① leader: 지도자, 대표 / 그는 음악 클럽의 지도자이다. ② 
interest: 관심 / 오페라에 관심 있어요? ③ garden: 정원 / 그 
집은 나무와 꽃이 있는 정원이 있다. ④ a little bit: 아주 조금 / 
너는 조금 더 늦게 와도 된다.⑤ drone: 무인 비행기 / 무인비행
기(드론)는 작은 원격 조정의 헬리콥터이다.

03  ⓐ, ⓑ, ⓒ는 cookies를 가리키며, ⓓ는 doughnuts를 가리킨다.
04  ‘At 2:00(2시에)’라는 시간 정보가 나왔으므로, What time(몇 
시에)이 어울린다.

05  join:　참여하다, 가입하다 / 1. 조직, 사회, 그룹의 구성원이 
되다 2. 다른 사람이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다. 위의 대
화에서는 2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6  ①, ④ 여자아이는 어제 쿠키를 만들었다. ② 그들은 이번 주 토
요일에 여자아이 집에서 만날 것이다. ③ 남자아이가 무슨 음식
을 만들 수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⑤ 여자아이는 이번 주 
토요일에 도넛을 만들 것이다.

07  would like to+동사원형: ~하고 싶다 how to+동사원형: ~하
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play the 악기 이름: ~을 연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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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 as a result: 결과적으로 (2) at first: 처음에 interested: 
관심[흥미]이 있는 (3) change into: ~로 변화하다[바뀌다] 
(4) let+목적어+동사원형: …가 ~하게 하다

09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하자, (B) 가족을 위해 아침식사를 만
들었다고 대답한다. (C) 이어서 요리를 즐기는지 질문하자 (A) 
요리를 즐기며, 자신은 좋은 요리사이고 가족들이 자신의 요리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10  예쁜 가방을 보고, 어디서 샀는지 질문하자 (B) 여동생이 만들어 
주었다고 대답한다. (A) 여동생이 좋은 디자이너라고 칭찬하자, 
(C) 동의하며, 옷을 만드는 것도 즐긴다고 말한다.

11  enjoy+동명사: ~하는 것을 즐기다 free time: 여가 시간 
when:(접) ~할 때

12  (1)~(3) ‘의문사+to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로 사용된다. (4)~(6) 주격 관계대명사
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쓰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선행사가 ‘사람+동물[사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13  ③ ‘의문사+to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14  (1) ‘의문사+to부정사’가 적절하다. (2) weight가 목적어로 나
와 있으므로 how가 적절하다. (3) ‘의문사+to부정사’나 ‘의문
사+주어+should+동사원형’이 적절하다. (4) 선행사가 사람
이므로 who나 that이 적절하다. (5)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할 수 없으나 뒤에 분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하
므로 who나 that이 적절하다. who를 목적격 whom 대신 쓸 
수 있지만 whom을 who 대신 쓰지는 않는다. (7) 주격 관계대
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shoes)의 수에 일치시킨다. (8)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므로 주어로 쓰인 he를 
삭제해야 한다.

15  ⓐ와 ②, ⑤번은 동명사, 나머지는 다 현재분사
16  want+목적어+to부정사
17  volunteer: 자원봉사자, 그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

18  ‘high’를 보충하면 된다.
19  ① anyone who = whoever: ~인 사람은 누구나
20  주어진 문장의 those students에 주목한다. ②번 앞 문장의 

several students를 받고 있으므로 ②번이 적절하다.
21  ⓐ와 ④ ~으로, ~로서, ① ~이므로, ~이기 때문에, ② ~하는대
로, ③ [보통 as … as ~로 형용사·부사 앞에서] ~와 같은 정도
로, ⑤ ~함에 따라, ~할수록

22  ② ‘처음에’ 그는 음표를 읽는 법을 몰랐지만 이제 그는 간단한 
노래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③ 마침내, ④ 
그러므로, ⑤ 그 결과

01  (D) 유미에게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지 질문하자, (A) 과학 책
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면서 상대방은 어떤지 질문한
다. (B) 상대방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자 (C) 방
과 후에 도서관에 가자고 제안한다.

02  ‘Do you know how to+동사원형 ~?’ 또는 ‘Can you+동사
원형 ~?’을 이용해 상대방의 능력이나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대
해 물을 수 있다.

03  know: 알다 how to+동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 
여기서 how to 뒤에 use it이 생략되어 있다.

04  will+동사원형: ~할 것이다 ask for help: 도움을 청하다
05  ‘의문사+to부정사’는 ‘의문사+주어+should/can+동사원형’으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6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을 쓰고 사물
이나 동물이면 which나 that을 쓴다.

07   피카소 미술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여름 “우리 마을 바꾸기” 프로
젝트에 참여했다.

08   as a result: 그 결과
09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10   (A)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students)이므로 지시형용사도 복
수형인 those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B) ‘열심히’ 연습할 것이라
고 해야 하므로 hard가 적절하다. hard: 열심히, hardly: 거의 ~ 
않는, (C) 지각동사 hearing의 목적격보어 자리에 to부정사를 
쓸 수 없으므로 play가 적절하다.

11   ‘의문사+to부정사’는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으로 바
꿔 쓸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므로 they should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2   장 민수는 보람 오케스트라의 ‘회장’이고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
면서 학생들에게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모범답안| 

01   ⑴ enjoy flying a drone.    

⑵ want to make a pizza.

02  (A) Name (B) FC Boram (C) passing (D) running 

(E) heading (F) a good team player

03  ⑴ I don’t know how to play the computer games.

 ⑵  What to say is important to you.

p.156

01   (D) → (A) → (B) → (C)

02 Can you make a paper cat?

03 Do you know how to?

04 I will ask her for help.

05  ⑴ how to get ⑵ how to make ⑶ when to wake 

p.154~155

⑷ where to stop ⑸ what to do ⑹ Whom to meet

06 ⑴  Kay lives in a house which has a beautiful 

garden.

 ⑵  Naomi who is standing over there is very 

beautiful.

07  They  part ic ipated  in  the  “Change  Our 

Neighborhood” project.

08  As  09  that

10 (A)those (B)hard (C)play

11   they should

12  (A)leader (B)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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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 02 ① 03 ⑴ interest ⑵ join

 ⑶ neighbors  ⑷ own 

04  (p)ractice  (h)old  (n)eighborhood  

⑴ held ⑵ neighborhood  ⑶ practice 05 ④

06  (A)them (B)I’m going (C)come 07 ②, ④

08 ⑤ 09 drone  10 how to 

11  ④ Of course not. → Of course. 

12  ⑴ leader ⑵ orchestra 13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club.  

14 (A) When did you start playing the violin?

 (B)  Do you have any experience playing in a 

group?

 (C) Do you enjoy teaching others? 15 ①, ④

16  ② 

17  ⑴ Tell me how to use this computer.

 ⑵ He didn’t know where[when/how] to go.

 ⑶  Do you know how to swim? 또는 Do you know how 

I should swim?

 ⑷  The doctors (who/[that] are) working in this hospital 

are very kind.

 ⑸ Did you meet the girl that is wearing sunglasses?

 ⑹ Mary has a cousin who[that] lives in Seoul.

 ⑺  Melina took some pictures of her friends who were 

on a hiking trip. 18 ①, ④

19 ④  20 (A) to paint   (B)a good painter 

21 ③ 22 ②, ④, ⑤ 

23 Hearing him play the violin makes me very happy.

p.157~160

01  (1)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한다. fly: (항공기·우주
선·인공위성을) 조종하다, 날게 하다 drone: 무인 비행기 (2)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사용한다. make: 만들다

01  walk: (사람·동물을) 걷게 하다
02  get: ~을 사다, ~을 획득하다.
03  (1) interest: 관심 (2) join: 참여하다, 가입하다 (3) 

neighbor: 이웃 one of 복수명사: ~ 중의 하나 (4) own: (소
유격 다음에서 강조어로서) 자기 자신의, 직접 ~한

04  (1) hold: (모임·식 등을) 개최하다 / 회의, 파티, 선거 등을 특
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시간에 갖다 / 그 회의가 이 호텔에서 개
최될 것이다. (2) neighborhood: 동네, (도시 내의 한 단위) 
지역 / 당신 주변의 지역이나 특정한 지역의 근처 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 이 동네에 좋은 중국집이 있나요? (3)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 더 잘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다 

 ⑶  I’d like to know when to start.

 ⑷  Let me know where to go.

 ⑸ Tell me whom to find.

/ 나는 기타 연주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05  주어진 문장에서 ‘네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해도 돼.’라
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남자아이가 도넛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말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오고, 이후 시간 약속을 하
는 말이 나오는 것이 흐름상 적절하다.

06  (A) 복수명사 cookies를 받기 때문에 them을 사용해야 한
다. (B) this Saturday는 미래에 관한 시간 정보이기 때문에 
‘be going to 동사원형(~할 예정이다)’을 사용해야 한다. (C) 
should+동사원형: ~해야 한다

07  ② went → will go ④ cookies → doughnuts로 바꿔야 대
화의 내용과 일치한다.

08  주어진 문장에서 She는 지나를 의미하므로 ‘아마도 지나는 어떻
게 하는지 알 거야.’라는 문장 다음에 나와야 적절하다.

09  drone: 무인 비행기 / 조종사가 없지만 무선으로 작동되는 비행기
10  how to+동사원형: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11  종이 고양이를 만드는 방법이 쉽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종이 고
양이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해야 적절하다.

12  (1) leader: 지도자, 대표 / 그룹, 조직, 국가 등을 총괄하거나 통
제하는 사람 (2) orchestra: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 많은 다른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와 지휘자에 의해 지휘되는 큰 규
모의 집단

13  thank for: ~에 대해 감사하다 interest: 흥미
14  (A) when: 언제 start: 시작하다 play the 악기 이름: ~을 
연주하다 (B) experience: 경험, 경력 (C) enjoy: 즐기다 
teach: 가르치다

15  ①  do의  목적어  it이  있으므로  what을  쓸  수  없다 .  ④ 
‘why+to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16  Where are the pictures that were taken by Gibson?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복수 동사를 써야 하며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을 하므로 주어로 쓰인 it을 삭제해야 한다.

17  (1) ‘의문사+to부정사’가 적절하다. (2) go는 자동사이므로 
what과는 어색하며 how나 where 또는 when 등이 적절하
다. (3) ‘의문사+to부정사’나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
이 적절하다. (4)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뒤에 분
사나 부사구가 오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므로 주
어로 쓰인 she를 삭제해야 한다. (6)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선
행사가 사람이므로 who나 that을 써야 하며 동사는 선행사(a 
cousin)의 수에 일치시킨다. (7)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하
므로 who나 that이 적절하다. who를 목적격 whom 대신 쓸 
수 있지만 whom을 who 대신 쓰지는 않는다.

18  ⓐ와 ①, ④: 참가했다, ② 계획을 짰다, ③ 준비했다, ⑤ 돌보았다
19  ⓑ와 ①번은 현재분사, 나머지는 다 동명사이다. ② 전치사의 
목적어, ③ 주어, talk behind somebody’s back 남의 험담
을 하다, ④ 목적어, ⑤ 보어

20  만약 당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피카소 미술 동아리
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다.

21  ⓐ as: ~으로, ~로서 ⓓ By ~ing: ~함으로써
22  ⓑ와 ①, ③은 명사적 용법, ② 형용사적 용법, ④ 부사적 용법

(목적), ⑤ 부사적 용법(정도)
23  동명사 Hearing을 주어로 사용하여 영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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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답 및 해설

01   silent(조용한)의 명사형은 silence이다. ① happy: 행복한 
happiness: 행복 ③ sad: 슬픈 sadness: 슬픔 ④ kind:친절
한 kindness: 친절 ⑤ dark: 어두운 darkness: 어두움

02  besides: 게다가 in addition: 더구나, 게다가 / 게다가 밖은 매
우 춥다.

03  reply: 대답하다 answer: 답하다 /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04  look like+명사: ~처럼 보이다 / 그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05  break out: 발발하다 / 일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06  foreigner: 외국인 ① 그것은 긴 여행이었다. ②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③ 대부분의 십대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④ 갈매기들이 내 머리 위를 날고 있다. ⑤ 너의 삼촌은 
외국인처럼 보인다.

07  (1) such: 너무나 ~한 (2) wide: 넓은 (3) take away: ~을 
빼앗다 (4) go to the doctor: 병원에 가다 (5) be scared of: 
~을 두려워하다 (6) What if 주어 동사 ~?: 만약 ~이라면 어떻
게 될까?

01  beautiful: (형) 아름다운 beauty: (명) 아름다움 / 형용사
인 dark는 뒤에 ness를 붙여 명사가 된다. dark(어두운): 
darkness(어두움)

02   get+형용사: ~하게 되다 / 나는 노래하기 위해 무대에 설 때마
다 긴장된다. get better: (병·상황 등이) 좋아지다 / 오늘은 날
씨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던데요.

03   take ~ for a walk: ~을 산책하러 데리고 가다 / 그는 그의 개들
과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take away: 빼앗다 / 
그들은 공기 중에서 나쁜 것들을 없애 준다.

04  cub: (곰, 사자 등의) 새끼 / 곰, 사자 또는 다른 포유류의 어린 
새끼 opinion: 의견 /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 throne: 
왕좌, 왕위 / 왕, 여왕 또는 황제가 앉는 장식용 의자 (1) 누가 왕
위를 계승할 것인가? (2) 새끼 곰들은 사육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다. (3) 우리는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05  (1) foreign: 외국의 /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2) be scared of: ~을 두려워하다 / 그 사람들도 치
과의사를 무서워했다고 생각하니? (3) be worried about: ~
에 대해 걱정하다 / 그의 가족들은 그의 나쁜 식습관 때문에 몹
시 걱정했다. (4) be good at: ~을 잘하다 / 그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잘한다.

06  (1) character: 등장인물 (2) ever: 언제든, 한 번이라도 (3) 
scene: 장면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① 06  ⑤

07  ⑴ such   ⑵ wide   ⑶ (T)ake, away   ⑷ go to   

⑸ was (s)cared of   ⑹ What if 

p.164

The Two Roads

4

pp.8~12

01 (d)arkness  02 get

03 take

04  (c)ub, (o)pinion, (t)hrone  

⑴ throne ⑵ cubs   ⑶ opinion

05   ⑴ foreign ⑵ scared ⑶ worried ⑷ good

06   ⑴  Who is your favorite character in this movie?

 ⑵  Have you ever been to India before?

 ⑶  I liked the last scene in that drama.

p.165

p.166~167

1  I’m, about / worry, can pass 

2   (C) → (B) → (A)

3   ⑴ you think of   ⑵ do you feel

4   (C) → (B) → (A) → (D)

p.168

(1) T (2) F (3) T (4) T (5) F (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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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 Speak 1 A

(w)orried about / Don’t

Listen & Speak 1 B

1.  Do you have, plans / to, (w)orried about / worry, 

won’t

2.  go / wrong / scared of / (f)riendly, looks scary because

Listen & Speak 1 C

1.  I’m worried about / Don’t worry 

2. I’m worried about / You’ll do great 

3.  I’m worried about my future. / worry, find something

Listen & Speak 2 A

What do you, of / like

Listen & Speak 2 B

1. saw / What did you think of it / (d)isappointed

2. What do you think of / think, (d)elicious / What

3. do you think of / happy that, myself

Listen & Speak 2 C

1. think of / looks light

2. What do you think / good on you

Real-Life Zone

who looked like / (h)ad / looked / were, to meet / 

comfortable / was worried about speaking, anymore 

/ the hardest / What do you, (a)bout

p.170~171

01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있
는 표현이다.

02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 여자아이가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니 남자아이가 내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여자아이를 안심시키고 있다.

03  ‘What do you think of+명사?’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의 의미로, 무언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다.

04  (C) 영화 ‘딸’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A) 봤다고 대답한다. (B) 
영화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D) 별로 좋지 않았다고 대
답한다.

01 ④ 02 ① 03 ① 

04 (C) → (A) → (B) → (D)

시험대비 기본평가 p.172

01  스마트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근처에 서비스 센터
가 있다고 안심시켜 준다.

02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omorrow?: 내일 특
별한 계획이 있니? / 내일 계획에 대해서 묻자, 아침에 제주도에 
갈 거라고 대답한다.

03  weather: 날씨에 대해 걱정하니까, 상대방이 제주도에 비가 내
리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04  ① 여자아이는 내일 아침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② 여자아
이는 제주도의 날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③ 남자아이는 내일 
제주도에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 알고 있다. ④ 남자아이는 
내일 아침에 제주도에 갈 것이다. ⑤ 내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05  만화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네가 멋지다고 생각해.’는 어
색하다.

06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07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해?

08  look like+명사: ~처럼 보이다
09  (A) 선행사 someone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선행사
가 사람이므로 which가 아닌 who가 적절하다. (B) 예전에는 영
어로 말하는 것에 걱정했다는 내용과 더 이상은 걱정하고 있지 않
다는 역접의 접속사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C) when: (접) 
~할 때

10  ① 여자아이가 영어를 말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 ② 남자아이
는 외국인과 무엇을 했는가? ③ 현재 남자아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④ 언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보았는가? ⑤ 얼마
나 자주 남자아이가 외국인을 만나는가?

11  주어진 문장의 it은 the book that I borrowed from the 
library(도서관에서 빌린 책)를 의미한다. 책을 봤는지 물어보
는 질문에 무슨 책을 찾는지 물으며, 거실에서 책을 본 것 같다
는 말이 어울리므로 ①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
다.

12  (A) look for: ~을 찾다 (B) What do you think of[about] 
+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⑤ 06 ③ 07 ①, ⑤ 08 like 

09 (A) who   (B) but   (C) when 10 ③ 

p.173~174

11 ① 12 (A) for   (B) of[about]

pp.8~12

01   will rain → won’t rain

02 It’s cool! → They’re cool!

03  it gets easier and easier.

04  What do you think about me joining both of you 

for lunch?

05 (B) → (A) → (C) 06 (A) → (C) → (B)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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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일 아침에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날씨를 걱정하고 있는 여자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말과 내일 제주도에 비가 
올 거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02  These sunglasses는 복수 명사이므로 대명사 It이 아니라 
They로 받는다.

03  get+형용사: ~하게 되다,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한[하
게]

04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해? join: 함께하다

05  학교 식당 음식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자, (B) 식당 음식이 
맛있다고 대답한다. (A) 이어서 최고의 품목이 무엇인지 질문하
니까 (C) 김밥이라고 대답한다.

06  걱정스러워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는지 질문하자, (A) 빌린 책
을 찾을 수 없다며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다. (C) 어떤 책을 말
하는지 질문하고, 거실에서 ‘갈매기의 꿈’을 본 것 같다고 말한
다. (B) 그 책이 맞다고 얘기하며 감사를 표한다.

01   ③ ‘have gone to’는 ‘~에 가고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3인칭만 주어로 쓸 수 있다. We have been to Seoul.로 
고쳐야 한다.

02  (1) if는 ‘만약 ~한다면’이라는 뜻의 접속사이다. (2) 조건의 부
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03  (1) 현재완료는 ‘have[has]+과거분사’의 형태이다. (2) 현재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3) 현재완

01  ③ 

02  ⑴ If school ends early 

⑵ won’t attend the party if she is not invited

03  ⑴ play → played 

⑵ has met → met 

⑶ Does he have → Has he  

⑷ for → since  

⑸ will rain → rains 

⑹ don’t turn → turn

시험대비 기본평가 p.178

p.176~177

1  ⑴ has gone ⑵ has played ⑶ Have, watched

2  ⑴ lf ⑵ leave[start], won’t be ⑶ if[whether], will be

01  ⑤ 언제 컴퓨터를 샀는지 묻는 문장으로 특정한 과거의 한 시점
을 묻는 것이므로 현재완료가 아니라 과거시제가 되어야 한다. 
보통 when은 현재완료와 쓰이지 않는다.

02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if가 적절하다. unless는 ‘if ~ not’의 
뜻으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03  현재완료의  의문문은  ‘have+주어+과거분사  ~? ’이다 . 
‘have[has] been to’는 ‘~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
고, ‘have gone to ~’는 ‘가버리고 없다’는 뜻이므로 gone이 
적절하다.

04  ④ unless = if ~ not이므로 If가 아니라 Unless가 되어야 한다.
05  긍정문이므로 already가 적절하다.
06  (1)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has가 적절하다. (2) 현재완료는 
‘have[has]+과거분사’의 형태이다. (3) have[has] gone to
는 ‘~에 가고 없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4) 현재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5) unless는 ‘if ~ not’이므
로 if가 적절하다. (6)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
재시제를 쓴다.

07  ① Jenny raised a dog last year. ② Karen has been to 
Malaysia three times. ③ Susan and I have been to 
Paris. ④ Tom has studied English for ten years.

08  unless = if ~ not
09  현재완료형의 질문에 대한 답은 have 동사를 이용해 답한다.
10  ②번만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② 06 ⑴ has   ⑵ visited   ⑶ gone   ⑷ went   

⑸ if   ⑹ call 07 ⑤  

08  You’ll miss the bus unless you walk more quickly. / 

You’ll miss the bus if you don’t walk more quickly.

09 ① 10 ② 11 ④ 12  ③

13 ③, ⑤ 

14 ⑴  If my friend moves near my house, I can see 

her more often.

 ⑵  You will be late unless you hurry up. / You will 

be late if you don’t hurry up.

 ⑶  Please let us know if you will come to the party 

tomorrow. 

15 ⑴ Anna has loved Sam since she met him first.

 ⑵ Mariel has lived in Tallinn for seven years.

16 ②, ④ 17  ① 18 ③ 19 ⑤

p.179~181

료의 의문문은 have를 주어 앞으로 보낸다. (4) 현재완료에서 
‘since+시간 명사’, ‘for+기간 명사’를 쓴다. (5) 조건의 부사절
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6) unless는 ‘if ~ 
not’의 뜻이므로 don’t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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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2

01   ⑴  Have you rea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already?

 ⑵ Jina has experienced a lot while traveling.

 ⑶ Don’t open a shop unless you know how to smile.

 ⑷  Why don’t you eat some snacks if you are 

hungry?

02 naming → named, help → helped, unless → if

03 ⑴ |예시답| I have cooked ramyeon many times.

 ⑵  |예시답| I have never experienced skiing up to 

now.

04 ⑴ Sophia has lost her cap.

 ⑵ I have visited Paris twice.

05  ⑴ then → 삭제, 또는 You had a lot of trouble then.

 ⑵ since → for   ⑶ been → gone   ⑷ will go → go

 ⑸ Unless → If

06  ⑴ Jason has eaten Korean food.

 ⑵ Mankind has existed for thousands of years.

 ⑶ If it rains, I will take an umbrella with me. 

 ⑷ Don’t miss your classes unless it is really important.

07 ⑴  Stephanie hasn’t used her computer for 3 

p.182~183

11  현재완료의 결과적 용법(…해서 (그 결과) 지금 ~하다)을 이용
하여 과거에 우크라이나로 간 것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현재
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한다.

12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쓰므로 앞에
는 meet, 뒤에는 내용에 맞게 will give를 쓴다.

13  ③번은 계속 용법, ⑤번은 경험 용법, 나머지는 모두 완료 용법
으로 쓰였다.

14  (1)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2) 
unless는 ‘if ~ not’의 뜻으로 보통 not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3) if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로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미래 시
제를 써야 한다.

15  (1)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빠져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므로 현재완
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나타낸다. (2) 7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아직
도 살고 있으므로 현재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나타낸다.

16  의미상 ②, ④가 적절하다. unless = if ~ not, immediately: 
즉시 take time: 천천히 하다

17  ①과 <보기>는 ‘경험’ 용법이다. ②, ⑤ 결과 용법 ③ 계속 용
법 ④ 완료 용법

18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쓰며 unless
는 ‘if ~ not’의 뜻으로 not과 함께 쓰이지 않는다.

19  현재완료의 의문문은 ‘Have[Has]+주어+과거분사 ~?’로 나타낸다. 
‘have[has] been to’는 ‘~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have gone to ~’는 ‘~에 가고 (지금) 없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years. / Has Stephanie used her computer for 

3 years?

 ⑵  You haven’t seen it before. 또는 You have never 

seen it before. / Have you seen it before?

08  ⑴ If   ⑵ Unless

09  ⑴ has rained   ⑵ has gone   ⑶ has broken

01   (1) 현재완료의 ‘완료’ 용법 (2) while 다음에 ‘주어+be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3) unless = if ~ not, how to smile: 웃는 
법 (4) Why don’t you ~?: ~하는 게 어때?

02  Louis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므로 named, 현재완료는 
‘have[has]+과거분사’의 형태, unless는 ‘if ~ not’이므로 의미
상 if가 적절하다.

03  현재완료의 ‘경험’ 용법을 이용하여 쓴다.
04  (1) 현재완료의 ‘결과’ 용법을 이용한다. (2) 현재완료의 ‘경험’ 용
법을 이용한다.

05  (1) 현재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then
은 ‘그때’라는 뜻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다. (2) 현재완료에
서 ‘since+시간 명사’, ‘for+기간 명사’ (3) have[has] been 
to는 ‘~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have[has] 
gone to는 ‘~에 가고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have gone 
to로 고쳐야 한다. (4)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
재시제를 쓴다. (5) unless는 ‘if ~ not’이므로 if가 적절하다.

06  (1) 현재완료의 ‘경험’ 용법을 이용한다. (2)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을 이용한다. (3)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
재 시제를 쓴다. (4) unless는 ‘if ~ not’이므로 단어 수에 맞추
어 unless를 쓴다. mankind: 인류

07  현재완료의 부정문은 ‘have[has]+not[never]+과거분사’로, 
의문문은 ‘Have[Has]+주어+과거분사 ~?’로 나타낸다.

08  명령문, and ~: ‘~해라, 그러면’(= If ~), 명령문, 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If not ~ = Unless ~)

09  (1)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을 이용한다. (2), (3) 현재완료의 
‘결과’ 용법을 이용한다.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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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185

1 T 2 F 3 F 4 T

   확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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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Two Brothers

  2 Two brothers went on a journey.

  3   They found a rock in front of a forest.

  4  It said, “Go into the forest and swim across the 

river.

  5  There you will find a bear and her cubs.

  6   Take the bear cubs and run up the mountain.

  7   There you will find happiness.”

  8   The younger brother said, “Let’s go and find 

happiness together.”

  9   “No,” said the older brother, “How can we know 

this is true?

10   What if the river is too wide?

11   Besides, will it be easy to take the cubs away 

from their mother?

12   Instead of finding happiness, we can be killed!”

13   The younger brother replied, “How can we know if 

we don’t try?”

14   They separated, and they both went their own 

way.

15   The younger brother went into the forest and 

swam across the river

16   There was the bear.

17   She was sleeping.

18   He took her cubs and ran up the mountain.

19  When he reached the top, some people took him 

to their city and made him their king.

p.188~189

02 went on 03 in front of 

04 said, into, across 05 her cubs

06 Take, run up 07 find happiness

08 go and find 09 How can we know 

10 What if 11 Besides, away from 

12 Instead of 13 How, if 

14 went their own way

15  went into, swam across 16 There was

17 sleeping 18 took her cubs 

19 took him to, made 20 as a king 

21 broke out, lost his throne 22 on the road 

23 talked about, for the last 24 I was right

25 have lived 26 have had 

27  regret my choice 

28 nothing, something to remember 

p.186~187

01  ⓐ go on a journey: 여행을 떠나다, ⓑ swim across: ~을 
헤엄쳐 건너다

02  ‘바위’를 가리킨다.
03  ④ ‘곰 새끼들’을 데리고 산 위로 뛰어 올라가라고 되어 있다.
04  주어진 문장의 replied에 주목한다. ⑤번 앞 문장의 형의 말에 
대해 대답한 것이므로 ⑤번이 적절하다.

05  ⑤번은 현재분사이고 ⓐ와 나머지는 모두 동명사이다.
06  ② 동생은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말했다.

07  ③은 ‘형’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동생’을 가리킨다.
08  ⓐ와 ①, ④, ⑤ 형용사적 용법, ② 부사적 용법, ③ 명사적 용
법

09  ① 어떤 사람들이 왜 그를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② Because a war broke out. ③ He has lived 
quietly and well. ④ They talked about their lives for 
the last five years. ⑤ No.

10  동생은 “함께 가서 행복을 찾자.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
떻게 알 수 있어?”라고 말했고, 형은 “싫어.”라고 말했기 때문

01 ③  02 a rock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③ 08 ②, ③ 

09 ① 10 ② 11 ②, ④ 12 ⑤

13 flying better than others 14 ①, ④ / ②, ③, ⑤ 

15 own beliefs 

16 He was on the road again. 17  ②, ⑤

18 something → nothing, nothing → something 

19 named 20 (A) others (B) hard (C) learn 

21 ③ 22  ③ 23 ③, ⑤ 

24 In fact, As a matter of fact 

25 You look like a traveler, not a king now.

p.190~193

20 There he lived as a king for five years.

21   Then a war broke out, and he lost his throne.

22   He was on the road again.

23   One day, the two brothers met again and talked 

about their lives for the last five years.

24   The older brother said, “I was right.

25   I have lived quietly and well.

26   You were once a king, but you have had a lot of 

trouble.”

27   The younger brother answered, “I don’t regret my 

choice.

28   I may have nothing now, but I will always have 

something to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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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목으로는 ‘행복을 향한 두 가지 선택들’이 적절하다. ④ 
doubtful: 확신이 없는, 의심[의문]을 품은, response: 반응, 
⑤ put ~ into practice: 실천하다

11  ⓐ와 ①, ③, ⑤는 명사적 용법, ② 형용사적 용법, ④ 부사적 
용법

12  ⑤ 도전적인, ① 부정적인, ② 이기적인, ③ 후한, 너그러운, ④ 
수동적인, 소극적인

13  ‘남들(다른 갈매기들)보다 더 잘 나는 것’을 가리킨다.
14  ⓑ와 ①, ④번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와 ②, ③, ⑤번은 
관계대명사

15  위의 독서 감상문을 쓴 사람이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힘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16  on the road: 여행 중인, (살 수 있는 집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17  ⓑ와 ②, ⑤번은 계속 용법, ① 완료 용법, ③ 결과 용법, ④ 경
험 용법

18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억할 ‘어떤 것’이 있
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A named[called] B: B라고 일컫는[불리는] A
20  (A) ‘남들(다른 갈매기들)보다’라고 해야 하므로 others가 적절
하다. the other: 둘 중 나머지 하나, (B) ‘열심히’ 일한다고 해
야 하므로 hard가 적절하다. hardly: 거의 ~ 않는, (C) help+
목적어+원형(혹은 to부정사)이기 때문에 learn이 적절하다.

21  위 글은 ‘독서 감상문’이다. ① 수필, ② 전기, ④ 일기, ⑤ (신
문 · 잡지의) 글, 기사

22  ⓐ와 ④, ⑤번은 계속 용법, ① 완료 용법, ② 경험 용법, ③ 결
과 용법

23  ⓑ와 ①, ②, ④: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How have you been? = What have you been up to? 
= What have you been doing? = How have you been 
getting along? ③ 처음 뵙겠습니다. ⑤ 컨디션이 어때요?

24  Actually: 실제로, In fact, As a matter of fact를 쓰면 된다.
25  앞 문장에서 형이 한 말을 가리킨다.

pp.8~12

01 What if

02 (A) older   (B) not   (C) younger   (D) ran

03   united → separated

04 (A) reached   (B) broke   (C) quietly

05 throne

06 kill → be killed

07 ⑴ 이것이(앞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⑵ 강이 너무 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⑶  곰 새끼들을 엄마에게서 빼앗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p.194~195

01   What if: ~이라면 어찌 되는가?, ~이라면 어쩌지?
02  ‘형’은 동생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동생’은 혼자 숲
에 들어가서 강을 헤엄쳐 건너 새끼 곰을 데리고 산을 ‘뛰어 올
라갔다.’

03  그들은 ‘헤어졌고’ 둘 다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해야 하므로 
separated로 고쳐야 한다. separate: 갈라지다, 헤어지다, 
unite: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다

04  (A) reach는 타동사로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써야 하므
로 reached가 적절하다. (B)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야 하므
로 broke가 적절하다. break out: 발발[발생]하다, (C) 동사
(lived)를 꾸며주므로 부사 quietly가 적절하다.

05  그는 ‘왕좌’를 잃었다, throne: 왕위, 왕좌, 왕
06  우리는 ‘죽을 수 있어’라고 해야 하므로 수동태로 쓰는 것이 적절
하다.

07  “No,” 다음에 형이 한 말을 쓰면 된다.
08  unless = if ~ not
09  지난 5년 ‘동안’이라고 해야 하므로 for가 적절하다. for+숫자, 

during+특정 기간
10  ‘nothing’을 보충하면 된다.
11  지난 5년 동안 형은 ‘조용히 잘’ 살아 왔고, 동생은 ‘왕으로’ 살았
다.

12  practice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13  이 책에 따르면,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라도 할 수 있다. give up = stop trying to do something

 ⑷ 행복을 찾는 대신에, 자신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08 unless we try

09   for

10  I may have nothing now, but I will always have 

something to remember.

11   (A) quietly and well   (B) as a king

12 flying

13 anything

p.197~201

01 ⑴ unfriendly   ⑵ happiness 02  ③

03 ① 

04 ⑴ The king ruled his country for a long time. 

 ⑵ Thank you for your support.

05  ④ 06 ④ 07 ① 

08 (A) great (B) that

09  about the painting, painted herself, the colors

10 (A) What   (B) What 11 ④ 

12  I was worried about speaking in English before, 

but not anymore. 13 ① 

14 If you are Spring people 15 ⑤ 1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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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답 및 해설

01  (1) 반의어  관계이다 .  noisy: 시끄러운  quiet: 조용한 
friendly: 친절한 unfriendly: 불친절한, 쌀쌀맞은 (2) 형용
사와 명사의 관계이다. popular: 인기 있는 popularity: 인기 
happy: 행복한 happiness: 행복

02  character는 ‘성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③에서는 ‘등장인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이 상점의 전 품목이 세일이에요! ② 나
는 그 신문에서 그의 작품을 논평했다. ③ 처음에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신데렐라의 배역을 원했다. ④ 베스트셀러의 제
목이 뭔가요? ⑤ 그들은 지난달에 헤어졌다.

03  correct: 올바른 / 잘못을 가지고 있지 않은
04  (1) rule: 지배하다 (2) support: 지지; 지지하다
05  ‘What do you think of/about ~?’, ‘What’s your opinion 

of/about/on ~?’, ‘What’s your view on ~?’, ‘How do 
you feel about ~?’, ‘How do you like ~?’ 등은 의견을 묻
는 말이다. ④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06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는 말에, 상대방이 걱정된
다는 말은 어색하다.

07  역사 수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나한테는 어렵다고 대답한
다. ① 나에게 어려워. ② 너에게 잘 어울려. ③ 네가 좋아하니 기
뻐. ④ 좋은 생각이야. ⑤ 가볍고 빨라 보여.

08  (A) look+형용사: ~하게 보이다 (B) happy 다음에 ‘주어+동
사’가 있으므로 접속사인 that을 사용해야 한다.

09  그들은 여자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
자아이는 그 그림의 색을 좋아한다. talk about: ~에 대해 이야
기하다 painting: 그림 color: 색깔

10   (A)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B) what: 무엇 / 최고의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니?

11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C) 
그렇다고 대답하며, 외국인과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대답한다. 
(B)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말에 (A) 그렇
다고 말하며,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고 대답한다. 
(D) 여자아이는 외국인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말한다.

12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not anymore: 더 이
상 않는

13  since(~한 이래로)는 보통 현재완료와 함께 많이 쓰인다. 이때 
since절에는 과거 시제가 많이 쓰인다.

14  그림의 내용에 맞게 if를 이용하여 조건절을 쓴다.
15  ⑤번은 ‘결과’ 용법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용법이다.
16  ‘~한다면’이라는 조건과 ‘~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수 있는 if가 
적절하다.

17 ⓐ have met → met ⓓ have gone to → have been to
18  ③번은 명사절을 이끌어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였고 나머
지는 모두 부사절을 이끌어 ‘만약 ~한다면’으로 쓰였다.

19  현재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20  바위를 ‘발견했다’라고 해야 하므로 find의 과거형인 found로 고
쳐야 한다. found - founded: 설립하다

21  cub: (곰·늑대·사자 등의) 새끼, the young: 새끼들(the+형용
사 = 복수 보통명사)

22  ‘산에서’를 가리킨다.
23  besides = in addition: 게다가
24  ② 모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라는 말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것을 뜻한
다. 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③ 엎질러진 우유를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④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25  총 20명의 학생들 중에서 5명의 학생들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행복하다고 했으므로 ‘25’퍼센트에 해당한다.

26  ①은 의문부사(언제), 나머지는 모두 접속사(때)
27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학생은 3명이고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 행복한 학생은 2명이므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 학생의 수가 더 ‘많다.’

28  ⓐ와 ②, ③은 부사적 용법, ①, ⑤ 명사적 용법, ④ 형용사적 
용법

29  ⑤ Jonathan이 언제 나는 연습을 하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① Jonathan Livingston Seagull ② Richard Bach. ③ A 
seagull named Jonathan Livingston. ④ Flying better 
than others.

30  그는 그곳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했으므로 자신의 선택을 ‘후
회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받아 주다, 수락하다, ③ 개선
하다, 향상시키다, ④ 달성하다, 성취하다, ⑤ 거절하다

31  여행가기로 결정할 때는 ‘기대에 찬’ 심경이었다가 ‘실망하게’ 되었
다. disappointed: 실망한, expectant; 기대에 찬, frightened: 
겁먹은, 무서워하는

01 ① 02 look, on 03 about / are, at 

04 ⑴ bigger and bigger   ⑵ (H)appiness

05 ② 06  (C) → (D) → (A) → (B) 07 ③

08 ⑤ 09 character 10 ④ 11 ③ 

12 What do you think of our school cafeteria food? 

13 ⑴ They have sold all the books.

 ⑵ Mina has been to the flea market once.

 ⑶ I have lived in Paris since I was born.

 ⑷ The train has already departed from the station.

 ⑸ If it is sunny tomorrow, we will go to the beach.

 ⑹ I wonder if the dress will look good on you.

14  ⑴ gone → been   ⑵ has → did   ⑶ for → since

p.202~205

17  ④ 18 ③ 19 ⑤ 

20  founded → found 21 cubs 

22 On the mountain 23 In addition 24 ② 

25 25 26 ① 27 ④ 28 ② 

29 ⑤ 30 ② 3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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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⑷ lived → has lived   ⑸ will push → push 

15  will it be easy to take the cubs away from their 

mother?

16 ④ 17 ① 18 ⑤ 19 ③, ⑤ 

20 ② 21 a war broke out 22 ④ 

23 ③ 24 is his friend → his friend is 

25  How about reading it?

01  ① have,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 휴가 잘 
보내셨어요? ② ruled, rule: 지배하다 / 로마는 500년 이상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③ reply, reply: 대답하다 / 그녀에
게 직업을 물어봤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④ support, 
support: 지지; 지지하다 / 너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
해야 한다. ⑤ regret, regret: 후회하다 / 나는 그렇게 부주의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02  look good (on 사람): (~에게) 잘 어울리다
03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be good at: ~을 잘하
다

04  (1)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2) happiness: 행
복

05  ‘I think I should study harder to get good grades.’는 ‘나
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 의미로 수학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06  (C) 내일의 계획을 물어보고 (D) 아침에 제주도에 갈 거라고 대
답하며 날씨를 걱정하자, (A)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B)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좋아한다.

07  ⓐ first ⓑ wrong ⓒ friendly ⓓ scary ⓔ big / 남자아이
는 개를 무서워해 여자아이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다.

08  주어진 문장은 ‘이미 두 번 읽었어요.’란 의미로 책을 읽어 봤는
지 물어보는 질문의 대답으로 어울린다.

09  character: 등장인물 / 영화, 책 또는 연극에 있는 인물
10  by the way: 그런데(대화에서 화제를 바꿀 때 씀)
11  ① 여자아이는 ‘갈매기의 꿈’을 몇 번 읽었는가? ② 그들은 무슨 
관계인가? ③ 여자는 ‘갈매기의 꿈’에서 어떤 등장인물을 좋아
하는가? ④ 처음에, 왜 여자아이가 걱정스러워 보였는가? ⑤ 여
자아이는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렸는가?

12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해?

13  (1) 현재완료의 ‘결과’ 용법을 이용한다. (2) ‘have[has] been 
to’는 ‘~에 가 본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낸다. (3)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을 이용한다. (4) 현재완료의 ‘완료’ 용법을 이용한
다. (5)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6) if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시제를 써야 한다. look good on: ~에게 잘 어울리다

14  (1) have[has] been to는 ‘~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
타내고, have[has] gone to는 ‘~에 가고 없다’는 결과를 나

타내므로 have been to로 고쳐야 한다. (2) ‘시장에서 기술이 
활용 가능한 때는 언제였습니까?’라는 질문으로 when이 과거
의 어느 시점인지를 묻는 의문사로 쓰여 현재완료와는 쓸 수 없
다. (3) 현재완료에서 ‘since+시간 명사’, ‘for+기간 명사’ (4) 
until now로 보아 현재완료가 적절하다. (5) 조건의 부사절에
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15  가주어 ‘it’을 보충하면 된다.
16  ④ 행복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 ① ~ 외에도, ② 

~와 함께, ③ ~ 때문에, ⑤ ~에 더하여
17  ① ~인지(ask, know, find out, wonder 등의 동사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 중 하나를 도입할 때 씀). ⓒ와 나머지는 
모두 ‘만약’의 뜻으로 조건절을 이끈다.

18  주어진 문장은 “너는 한때 왕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는 형의 말에 대한 동생의 대답이므로 The younger brother 
answered 다음인 ⑤번이 적절하다.

19  ⓐ와 ③, ⑤ ~에 도착하다, ① start from: ~를 떠나다, ② 
leave for: ~로 떠나다, ④ contact: 접촉하다, 연락을 취하다

20  이 글에서 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 ’고 말하고 동생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제목으로는 ‘나는 내 선택
에 만족해!’가 적절하다. ③ get along with: ~와 잘 지내다, ④ 
quarrel: 다툼, ⑤ harmonious relations: 의좋은 사이

21  break out: 발발[발생]하다
22  ⓑ와 ④번은 (추측을 나타내어) ~일지[할지]도 모르다, 아마 ~
일[할] 것이다, ①과 ⑤ (허락을 나타내어) ~해도 되다[좋다], 
② ~하기 위하여, ③ (기원을 나타내어) ~이기를 (빌다)

23  ③ 만족한, ① 지루한, ② 후회하는, ④ 실망한, ⑤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24  understands의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간접의문문의 순서(의문
사+주어+동사)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25  Why don’t you 원형? = How about ~ing?: ~하는 게 어
때?

01   ⑤ excited → disappointed

02  ① think with → think of[about] ⑤ painted it mine 

→ painted it myself

03  ⑴ I’m (a)nxious   ⑵ I’m (c)oncerned

04 ⑴ for   ⑵ before   ⑶ since

05 ⑴ has lived   ⑵ has gone to   

 ⑶ have visited, three times

06  ⑴   If you finish your report by 6, you can play the 

computer games.

 ⑵  If you don’t work hard, you won’t overcome 

your weakness. (또는 Unless you work hard, 

you won’t overcome your weakness.)

07 ② If I meet Suji, I will give her this letter.

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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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01 I’m worried that I can’t finish reading these books.

02 ⑴ If it is sunny tomorrow, I will go hiking.

 ⑵ If I go to Jejudo, I’ll swim in the sea.

 ⑶ If you know the result, please let me know.

 ⑷ If you exercise hard, you will become healthy.

03 (A) who   (B) character   (C) how   (D) such 

 (E) Why don’t you

p.208

01 ① 02 about, to, for, at 03 ③ 

04 ④ 05 ⑤

06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07 worried

08 ④ 09  I’m scared of your dog. 10 ⑤

11 ⑤ 12 nervous 13 ③ 14 ③ 

15 ② 

16 ⑴ have you started → did you start

 ⑵ was → have been

 ⑶ since → for

 ⑷ will sleep → sleep

 ⑸  Unless she doesn’t wear → Unless she wears  

(또는 Unless → If)

17  ⑴ Judy has been in her friend’s house for two hours.

 ⑵ Someone has taken away my umbrella.

18 ② 19 ③ 20 ⑤ 21 ④

22 ② 23 remember 24 ①

p.209~212

01  영화가 어땠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내용
과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02  ①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⑤ 주어가 직접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재귀대명
사를 사용한다.

03  ‘be worried about ~.’, ‘be anxious about ~.’, ‘be 
concerned about ~.’ 모두 걱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04  (1) 현재완료에서 ‘since+시간 명사’, ‘for+기간 명사’ (2) ago
는 현재완료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before는 사용할 수 있
다. (3) since(~이래로)는 보통 현재완료와 함께 많이 쓰인다. 
이때 since절에는 과거시제가 많이 쓰인다.

05  (1)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을 이용한다. (2) 현재완료의 ‘결과’ 
용법을 이용한다. (3) 현재완료의 ‘경험’ 용법을 이용한다.

06   명령문, + and ~: ‘~해라, 그러면’(= If ~), 명령문, + or ~: ‘~
해라, 그렇지 않으면’(= If not ~ = Unless ~)

07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08   왕좌를 잃고 다시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다.
09   앞에 소유격이 있으므로 명사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형의 생각: “나는 조용히 잘 살았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옳았다
고 했다. 동생의 생각: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
억할 것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11   (A)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해야 하므로 How가 적절하다. 
(B) ‘게다가’라고 해야 하므로 Besides가 적절하다. beside: ~ 
옆에, (C)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야 하므로 if가 적
절하다.

12   Instead of 뒤에 동명사로 써야 하고, 수동태(be killed)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는 ‘곰’을, ⓒ는 ‘동생’을 가리킨다.

01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finish: 끝내다 do 
great: 잘하다

01  ①은 반의어 관계이다. 이외의 보기는 동의어 관계이다. ① 
separate: 헤어지다 unite: 통합하다 ② disappointed: 실망
한, 기대에 어긋난 discouraged: 낙담한 ③ character: 등장
인물 role: 배역 ④ happiness: 행복 pleasure: 즐거움, 기쁨 
⑤ correct: 올바른 right: 바른, 옳은

02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have to 동사원형: ~
해야 한다 take ~ for a walk: ~을 산책하러 데리고 가다 at 
night: 밤에

03  ① scary: 무서운 / 이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은 무섭다. ② 
nervous: 불안한 / 나는 시험 전에 정말 불안하다. ③ correct: 
올바른 / 올바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④ noisy: 시
끄러운 / 나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 ⑤ 
comfortable: 편안한 / 그것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편안
하게 해줍니다.

04  ④는 never에 대한 영영풀이이다 ever: 언제든, 한 번이라도
(at any time 언제든지) ① support: 지지 / 어렵거나 불행한 
시기 동안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도움, 격려 또는 위로 ② reply: 
대답하다 / 어떤 것에 응답하여 무언가를 말하거나 쓰다 ③ 
teenager: 십대 / 13살에서 19살 사이의 사람 ⑤ separate: 
헤어지다 / 따로 이동하다

05  ‘You’ll find something you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은 것
을 발견할 거야)’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위로로 할 수 
있는 말이다.

06  What do you think of/about+명사?: ~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해?

08 older → younger

09 choice

10  내가 옳았다. /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11  (A) How   (B) Besides   (C) if

12  Instead of finding happiness, we can be killed!

13  ⓑ the bear   ⓒ The younger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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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08   (B) 아침에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날씨를 걱정하고 있는 여자아
이에게 남자아이는 비가 안 온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C) That’s good to hear.: 그거 반가운 소리다.

09   be scared of: ~을 두려워하다
10  개가 커서 무섭게 보인다는 말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가 어울린다.

11  주어진 문장에서 that은 the first time을 의미한다. 처음이 지나고 
점점 쉬워진다는 것이므로 ⑤가 적절하다.

12  nervous: 불안한 /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13  ⓐ look worried ⓑ that I borrowed ⓒ Have you seen 
ⓓ have you read ⓔ What did you think

14  주어진 문장과 ③번은 부사절을 이끌고 있으나 나머지는 명사절
을 이끌고 있다.

15  ② 현재완료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와 함께 쓸 수 없다.
16  (1) 현재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when과는 함께 
쓰이지 않는다. (2) 7월 1일에 도착해서 7월 10일인 오늘까지 
있으므로 현재완료의 ‘계속’ 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3) 현재완료에서 ‘since+시간 명사’, ‘for+기간 명사’ (4) 조건
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쓴다. (5) unless 
= if ~ not

17  (1) 현재완료의 ‘계속’, (2) ‘결과’ 용법을 이용한다.
18  동생의 말에 “싫어,”라며 여러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doubtful: 확신이 없는, 의심[의
문]을 품은, ① 긍정적인, ③ 활동적인, ④ 자신감 있는, ⑤ 근
면한, 성실한

19  추가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므로 Besides(게다가)가 가장 적
절하다. ① 그러나, ② 그러므로, ④ 예를 들어, ⑤ 다시 말해

20  ⓑ와 ⑤번은 가주어, ① 그것(앞에 이미 언급되었거나 현재 이
야기되고 있는 사물·동물을 가리킴), ②와 ④ 비인칭 주어, ③ 
가목적어

21  ⓐ take 사람 to 장소: ~을 …로 데리고 가다, ⓒ talk about 
~: ~에 대해 이야기하다

22  ⓑ와 ②번은 ‘~으로, ~로서(전치사)’, ① (비례) ~함에 따라, ~
할수록, ③ ~이므로, ~이기 때문에, ④ ~와 같이, ~하는 대로, 
⑤ (보통 as ... as ~로 형용사·부사 앞에서) ~와 같을 정도로 
statesman: 정치가

23  그 당시에는 그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기억
할’ 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① 동생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도
시로 데려가서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다.

01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사와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반
면에 ‘cook’은 ‘요리하다’이나 ‘cooker’는 ‘요리 기구’라는 뜻이
며, 요리사는 ‘cook’이다.

02  be about to: 막 ~하려는 참이다
03  order: 순서 / 그 문제들을 다른 순서로 살펴보자. ② class: 학
급, 반 ③ lesson: 수업, 강의 ⑤ nature: 자연

05  in a hurry: 서둘러 / 이 일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된다. in the past: 과거에 / 과거에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06  <보기>의 miss는 ‘놓치다’의 의미로 사용했다. ③은 ‘그리워하
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놓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
다. ① 나는 영화의 시작 부분을 놓치는 걸 싫어한다. ② 내년에
는 이 신나는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③ 저는 여러분이 학창시절
(학교 생활)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④ 과학을 배우
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⑤ 그 경기를 놓
치다니 애석합니다.

07  thunder: 천둥 / 폭풍우 동안 번개가 번쩍인 후에 들리는 하늘
에서 나는 큰 소리

01  주어진 보기는 동작과 동작의 행위자의 관계이다. act: 연기하
다 actor: 배우 (1) bat: 공을 치다 batter: 타자 (2) write: 쓰다 
writer: 작가

02   be looking forward to ~: ~을 기대하다, can’t wait for ~: 
~을 몹시 기대하다

01 ⑤  02 I was about to call you when you 

called me.  03 ① 04 support, (1) 응원하다 

(2) 지원하다 (3) 지원, 후원  05 ④ 06 ③ 

07 ④

p.216

We Love Baseball

5

pp.8~12

01 ⑴ batter ⑵ writer 02 can’t wait

03 ⑴ stadium ⑵ home team ⑶ thunder ⑷ match

04 Why 05 come 06 up

07 ⑴ a big fan of ⑵ at bat ⑶ is about to 

 ⑷ over there ⑸ twice a week ⑹ like to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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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 stadium: 경기장 / 이 경기장은 정말 거대해, 그렇지 않니? 
(2) home team: 홈팀 / 홈팀은 3대 0으로 원정 팀을 이겼다. (3) 
thunder: 천둥 / 경보음이 천둥 소리와 같다. (4) match: 경기 / 
스페인 팀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있어.

04   why don’t we ~?: ~하는 게 어때?(제안, 권유) Why not?: 
좋아.

05   come back to: ~으로 돌아오다, come out: 나오다
06   hurry up: 서두르다 / 서둘러 줄 수 있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
요. warm up: (스포츠나 활동 전에) 몸을 천천히 풀다, 준비 운
동을 하다 /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라.

07   (1) be a big fan of: ~의 열렬한 팬이다 (2) at bat: 타석에 
서서 (3)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하려고 하다 (4) over 
there: 저기 (5)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6) would 
like to 동사원형: ~하고 싶다

p.218~219

1 Which, or fish / meat 

2 Which do you like better, dogs or cats 

3 (B) → (D) → (A) → (C)  

4 I can’t wait for the trip. / I can’t wait to take the trip. 

5 can’t , to

p.220

1 F 2 T 3 F 4 T

   

Listen and Speak 1 A

Which sport, or / more, twice, week

Listen and Speak 1 B

1 doing / I’m, at / Which country, or / to visit, like to

2   I’m thinking, getting, have / What, Which, better, or 

/ Why don’t, play with, can decide

Listen and Speak 2 A

Did / can’t wait to watch

p.222~223

Listen and Speak 2 B

1   want to see / When did / bought it for me, come / 

can’t wait to see

2 forget that / won’t forget / excited, I can’t wait

3 about, in / came, wants to see / can’t wait to see

Real-Life Zone A 

such / before, between, starts / Which team, support 

/ miss, either / Hurry, left / sometime / about going to 

/ while watching / I can’t wait

Wrap Up

which sport do you like, or / about / big fan of / 

between, Have / I’m going to see, can’t wait / 

fantastic

01   I can’t wait.: 너무 기다려져.(희망, 기대 표현하기)
02  빈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축구를 한다는 말로 보아 농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03  피터팬 아니면 마지막 잎새라는 말과 피터팬을 좋아한다는 말
로 보아, 둘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Which do you prefer?: 어느 것을 더 선호하니? 
Which story book do you like?: 너는 어떤 이야기책을 좋
아하니?

04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I like A.’, ‘I like A 
better[more] (than B).’로 말할 수 있다.

01 ③ 02 ② 03 ②, ④ 04 ④

시험대비 기본평가 p.224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I can’t wait to see it. 

08 ② 09 ①  10 I’m going to go surfing.

p.225~226

01  주어진 문장은 개와 고양이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Do 
you have a pet?(넌 애완동물을 기르니?)’의 대답이 될 수 있
다. 그러므로 ②의 위치가 적절하다.

02  ⓓ의 문장은 ‘너의 애완동물과 놀 것이 매우 기다려져.’라는 기대
의 말인데, 남자아이가 자신의 집에 와서 애완동물과 놀아 보는 
것을 제안하기 전에 여자아이가 미리 말한 것이므로 어색하다.

03  ③ 여자아이가 개와 고양이 중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는지는 대
화에 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① 남자아이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 ② 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집에 오라고 제안을 
하는가? ③ 어떤 동물을 여자 아이가 더 좋아하는가? 개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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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④ 얼마나 많은 개를 남자아이는 기르고 있는가? ⑤ 어
떤 종류의 애완동물을 남자아이는 가지고 있는가?

04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C) 지도를 보고 있다고 대답
한다. (A) 두 나라에 표시한 것을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고 싶은지 묻자, (B)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대답하고 
미국에서 농구 경기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

05  선호에 대해 묻고 있는 질문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한다는 답이 
아닌 ‘Of course I do.(물론 나도 그래.)’는 어울리지 않는다.

06  ‘주어진 문장은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올래?’라고 제안하는 말
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이나 수락하는 것이 어울리므로, 
‘Of course.(당연하지.)’의 수락의 답과 연결될 수 있는 ④의 
위치가 적절하다.

07  I can’t wait: 너무 기다려져 ‘I can’t wait.’ 뒤에는 ‘for+ 명사’
나 ‘to+동사원형’을 덧붙여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쓸 수 있다.

08  지호에게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질문하자 (B) 천둥 대 코브라 
경기 가 6시에 시작한다며 6시 전에 집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
한다. (C) 코브라와 천둥 팀 중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질문하자 
(A) 코브라라고 대답한다. (D) 상대방도 코브라 팀을 응원한다
고 말하며, 자신도 그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09  ① 다음 코브라 홈 경기가 몇 시에 시작하는가? ② 경기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③ 다음 코브라 홈 경기가 언제 있
는가? ④ 그들은 어느 팀을 더 좋아하는가, 코브라 아니면 천둥? 
⑤ 지금은 몇 시인가?

10  be going to 동사원형: ~할 것이다. 빈칸 다음에 서핑을 하러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했으므로 방학에 서핑을 하러 갈 
것이다.

pp.8~12

01   (A) that (B) about 02 forget

03 He can’t wait to go rock climbing this weekend. 

04 (C) → (A) → (B) 05 (A) → (C) → (B)

06 (A) Have (B) have

07 to see the game on Saturday

p.227

01   (A)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접속사인 that이 어울
린다. (B) be excited about: ~에 신나다, ~에 들뜨다

02  대화의 흐름상 이번 주말에 암벽 등반하러 가기로 한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03  be looking forward to (동)명사: ~을 기대하다 can’t wait 
to 동사원형: ~을 기대하다

04   지수에 대해서 들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C) 그녀에 대한 뭐를 
얘 기하는 것인지 질문하며 그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말한
다. (A) 그녀가 한국에 돌아왔으며, 그녀가 상대방을 보고싶어 
한다는 것을 전해 준다. (B) 이에, 그녀를 빨리 보고 싶다고 기

대를 표현하는 말을 한다.
05  테니스와 야구 중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질문하자 

(A)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C) 오늘 오후에 
같이 테니스를 칠 것을 제안하자. (B) 수락의 대답을 한다.

06  Have you heard about ~?: ~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 have: 가지다

07  ‘I can’t wait.’ 뒤에는 ‘to+동사원형’을 덧붙여 어떤 것을 기대
하는지 쓸 수 있다.

p.228~229

1 ⑴ don’t ⑵ he ⑶ doesn’t ⑷ didn’t

2 ⑴ to ⑵ in

01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 때는 수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능
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오고, 동사를 ‘be+pp’로 바꾸고 by 다음
에는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목적격으로 쓴다.

02  앞 문장에 일반동사가 사용되고 현재시제이므로 do를 사용하
며, 앞 문장이 긍정이므로 부정으로 쓰고, 인칭대명사 주어 they
를 써야 하며, 축약형으로 쓴다.

03  (1) 수동태는 ‘be+pp’의 형태이다. (2) 책 이름은 단수로 취급
한다. (3), (4)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 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
동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용한다. 반드시 축약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인칭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04  (1) 다리가 건설되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2) 부가의
문문에서 주어는 인칭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
야 한다.

01 ④ 02 ③

03 ⑴ was cleaned ⑵ was written

 ⑶ doesn’t she ⑷ can he

04 ⑴ built → was built  ⑵ Dorothy → she

시험대비 기본평가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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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⑤ 02 ② 

03 ⑴ to ⑵ for ⑶ of ⑷ doesn’t ⑸ isn’t 04 ④  

05 ③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① 12 ② 

13 ⑴ Was this letter delivered by David?  

 ⑵ My uncle’s house was destroyed by the flood. 

 ⑶ The table is made of wood. 

 ⑷   The teenagers will travel to Europe, won’t they? 

 ⑸  Let’s go to play tennis, shall we?

14 ⑴ doesn’t she  ⑵ didn’t you ⑶ can she

 ⑷ was he ⑸ will[won’t] you ⑹ shall  we 

15 ⑴ chosen to → chosen for  

 ⑵ is reduced → reduces 

 ⑶ be appeared → appear 

 ⑷ didn’t Mina → didn’t she 

 ⑸ will you → won’t you 

 ⑹ does she → is she

16 ② 17 will be held

p.231~233

01   The dirt가 숨겨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02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 면 
긍정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
를 이용하고 일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용한다. 반
드시 축약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인칭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03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1) give
는 전치사 to를, (2) make는 전치사 for를, (3) ask는 전치사 
of를 쓴다. (4), (5)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
로,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반 동사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용한다.

04  ④ A nice pen was given to me by Emily. ③ 능동태의 주
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05  ① isn’t she ② isn’t she ④ wasn’t she ⑤ didn’t she
06  4형식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 make는 간접목
적어 앞에 for를 쓰는 동사이다. 또한 make, buy, read, write 
등은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07  have가 일반동사 ‘먹다’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do로 받는다. 앞
이 과거이고 긍정이므로 didn’t가 적절하다.

08  능동태의 목적어로 쓰인 the numbers를 주어로 하고 동사를 
‘be+pp’ 형태인 ‘were determined’로 한 후 일반주어인 they
를 ‘by them’으로 쓰거나 생략한다. by the players’ batting 
order는 부사구로 쓰인 것이므로 그대로 둔다. 

09   일반동사 긍정이므로 do를 이용하여 부정으로하고 대명사 주어 
she를 쓴다.

10  ② 수동태는 ‘be+과거분사’이다.

11  ①번은 be동사가 쓰였으므로 wasn’t he를 쓰지만, 나머지는 
일반동사의 과거형이므로 didn’t he를 써야 한다.

12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be pleased with: ~로 기뻐하다
13  (1), (2) 편지가 배달되고 집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
절하다. (3)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물리적 변화) (4) 조
동사 will이 있으므로 won’t를 쓰고 주어로 대명사 they를 쓴
다. (5) Let’s의 부가의문문은 shall we이다.

14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면 긍
정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 를 이용한다. 축약형
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인칭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준다. 또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 나 won’t you?를 쓰고 권유
문(Let’s ~)의 경우에는 shall we?를 쓴다.

15  (1) choose는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for를 쓴다. (2) my stress가 목적어이므로 능동태가 적
절하다. (3) appear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4), (5), (6)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
고 부정이면 긍정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
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
용 한다. 축약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인칭대명사로 바꿔 주
어야 준다.

16  그가 준비하는 것이므로 능동태 ‘was preparing’이 적절하다.
17  시제가 미래(next week)이므로 ‘will be+pp’ 형태가 적절하다.

pp.8~12

01 ⑴ The big house is cleaned by Tino on Sundays. 

 ⑵   They will hold Sarang Middle School Sports 

Day on the school playing field on Wednesday, 

June 15. 

 ⑶   Delicious spaghetti was made for Judy by 

Jonathan.

 ⑷ Are you satisfied with your job as a tour guide?

 ⑸ By whom was Water Lilies painted in 1906? 

 ⑹   He will be made to take part in the science 

camp by Cathy.

 ⑺   The animals are being looked after by them.

02 didn’t he

03 ⑴ aren’t they ⑵ can he ⑶ did he ⑷ is she

 ⑸ doesn’t it ⑹ will[won’t] you ⑺ shall we

04 ⑴ was repaired ⑵ was bought for 

 ⑶ are made ⑷ was made to 

05 doesn’t she 06 was painted

07 ⑴   The pens were bought by the boy. 또는 The boy 

bought the pens. 

 ⑵   Soy sauce is made from soy beans and salt.

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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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Jack wrote Cloe a letter. 또는 A letter was 

written to Cloe by Jack. 

 ⑷   Vivian was heard to open the window by her 

son. 

 ⑸   Samgyupsal will be cooked for Emma by her 

husband next weekend.

 ⑹   By whom was this table made?

08 ⑴   My bike was stolen last Friday.

 ⑵ These cookies were made by my mom. 

 ⑶   His house is filled with books. 

 ⑷   Jenny wasn’t at the party last night, was she? 

 ⑸   Let’s talk about our favorite sport, shall we?

01   (1)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고 동사는 ‘be+pp’
로 바꾸고 능동태의 주어를 ‘by+목적격’으로 바꾸어 쓴다. (2) 
미래 시제의 수동태는 ‘will be+과거분사’이다. (3) make는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며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쓴다. (4)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5) 의문대명사 who가 whom으로 바뀌는 것에 주의한다. 전
치사 by를 문장 뒤로 보내 Who[Whom] was Water Lilies 
painted in 1906 by?로 바꿔 쓸 수도 있다. (6) 목적격보어가 
원형부정사인 경우, 수동태 문장에서는 to부정사로 바뀐다. (7) 
구동사의 수동태는 구동사를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한다. after
나 by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02  과거시제이며 일반동사 긍정이므로 didn’t를 쓰고 인칭대명사 
he가 적절하다.

03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면 긍정
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를 이용
하고 일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 를 이용한다. 반드시 축약
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인칭대 명사로 바꿔 주어야 준다. 또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나 won’t you?를 쓰고 권유문
(Let’s ~)의 경우에는 shall we?를 쓴다.

04  (1), (2), (3)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책이 구매되어 
지는 것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buy는 간접목적어 앞에 전
치사 for를 쓴다. (4) 목적격보어가 원형부정사인 경우, 수동태 
문장에서는 to부정사로 바뀐다.

05  앞 문장이 긍정이고 현재이며 일반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doesn’t she가 적절하다.

06  샤갈의 ‘나와 마을’이란 작품이 샤갈에 의해 그려진 것이므로 수
동태가 적절하다.

07  (1) The pens를 주어로 하면 수동태가, The boy를 주어로 하
면 능동태가 적절하다. (2)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물리
적 변화),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화학적 변화) (3) 
write는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만 가능하다. (4) 목
적격보어가 원형부정사인 경우, 수동태 문장에서는 to부정사로 
바뀐다. (5) cook은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에서는 간

접목적어 앞에 for를 쓰며 next weekend가 있으므로 미래서
체인 ‘will be+과거분사’로 써야 한다. (6) 수동태에서 능동태
의 주체가 ‘by+목적격’이 되므로 ‘By whom’으로 시작되는 의
문문이 적절하다.

08  (1), (2) 수동태는 ‘주어+be동사+동사의 과거분사+by+행위
자’의 형식이다. 행위자가 중요치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by+행위자’는 생략한다. (3)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4) wasn’t가 있고 주어가 Jenny이므로 was she?를 쓴다. 
(5) 권유문(Let’s ~)의 부가의문문은 shall we?이다.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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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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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문제

01 Baseball Stadium 02 have a game 

03 is at 04 your first time, isn’t it  

05 can’t wait for 06 are coming out

07 Which team 08 behind third base 

09 visiting team 10 wear a dark color 

11 rule 

12 have bright uniforms 13 Why 

14 interesting story  

15 wash their uniforms 16 to hide the dirt

17 a good idea 18 warming up 19 favorite player  

20 Number 21 What, mean  

22 choose, they like 23 what 

24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5 no, with 

26 is about to 27 anxious 28 at bat  

29 has hit 30 hits one more 31 misses  

32 a full count 33 next pitch 35 Crack, flies  

36 gone

p.238~239

  1 A Day at the Baseball Stadium

  2   Today the Thunders and the Cobras have a game.

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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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ihun’s family is at the baseball stadium.

  4   Jihun: Jian, this is your first time to come to the 

baseball stadium, isn’t it?

  5   Jian: Yes, I’m so excited. I can’t wait for the game 

to start.

  6   Dad: Look, the players are coming out now!

  7   Jian: Which team is the Thunders?

  8   Jihun: Over there, behind third base.

  9   They are wearing dark gray uniforms because 

they are the visiting team.

10   Jian: Does the visiting team always wear a dark 

color?

11   Jihun: Yes, that’s the rule.

12   Home teams have bright uniforms and visiting 

teams have dark uniforms.

13   Jian: Why is that?

14   Mom: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about that.

15   In the past, visiting teams could not wash their 

uniforms after every game.

16   So they started wearing dark colors to hide the 

dirt.

17   Jian: Hahaha! That was a good idea!

18   The players are warming up.

19   Jian: Who’s your favorite player?

20   Jihun: Number 77.

21   Jian: What does the number mean?

22  Jihun: Hmm.... Players choose a number they like.

23  Dad: You know what?

24   In the past, the numbers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5   Jihun: That means there were no players with 

number 77!

26   Now, Jihun’s favorite player is about to bat.

27   Jihun looks anxious.

28 Jian: Your favorite player is at bat.

29   Jihun: Yes. He has hit 21 home runs already this 

year.

30   If he hits one more today, he will be the home run 

leader this season.

31   The batter misses several balls. 

32   Now he has a full count.

33   He is waiting for the next pitch.

34   Jihun: HOME RUN! HOME RUN!

35   Crack! The ball flies fast.

36   It is going, going, going, gone!

01 ④ 02 ②, ⑤ 03 ③ 04 bright 

05   Home teams have bright uniforms and visiting  

    teams have dark uniforms.  06 ②  

07 ① 08 without 

09 (A) to run (B) to run (C) during 

10 ④ 11 ⑤ 

12 The players are warming up.  

13 과거: 선수의 타순이 7번째였다.  

     현재: 선수가 좋아하는 숫자인 7을 등번호로 선택한 것이다.  

14 ② 15 home run leader 16 ④ 

17 ③ 18 wasn’t she  19 ② 

20 ②    21 Who do you think will win? 

22 22nd 23 do 24 ② 25 ⑤

26 How → What  

27   In the past, catchers stood about one meter  

behind home base and stopped the ball.

p.242~245

01  동의를 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 그렇지?’라고 되
묻는 부가의문문 문장은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만든다. 
This는 it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2  ⓐ와 ②, ⑤번: 형용사적 용법, ①, ④: 명사적 용법, ③: 부사 
적 용법

03  지안이가 야구 경기장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04  dark의 반의어가 알맞다
05  ‘홈팀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원정 팀은 어두운 유니폼을 입는 것’
을 가리킨다.

06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
하다. ① (정형화된) 양식, 패턴, 무늬

07  ⓐ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 as the winner: 우승
자로서

08  신발이 잘 맞지 않아서 ‘신발을 신지 않고(신발 없이)’ 달리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A) prepare는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run이 적절하
다. (B) decide는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run이 적절
하다. (C) ‘during+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while+주어+동사’
이므로 during이 적절하다.

10  ‘도쿄’가 아니라 ‘로마’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렸다.
11  ⓐ by: [척도·표준을 나타내어] …에 의거하여, …에 따라, by 

the batting order: 타순에 의해, ⓑ with number 77: 77번
을 가진

12  warm up: (스포츠나 활동 전에) 몸을 천천히 풀다[준비 운동
을 하다]

13  현재는 선수들이 좋아하는[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지만, 과거에
는 번호가 선수들의 타순에 의해 결정되었다. 

14  ⓐ와 ①, ②, ④번은 완료 용법, ③ 계속 용법, ⑤ 결과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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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훈이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마침내 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
는 이번 시즌 ‘홈런 리더’가 될 것 같다.

16  ④ 지훈이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오늘 몇 개의 파울 볼을 쳤
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① Jihun’s favorite player. ② 21 
home runs. ③ Yes. ⑤ Yes. / inning: (야구에서 9 =회 중
의 한) 회

17  (A) 어렸을 때 학교 최고의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다. (B) 
1996년에 ‘프로’ 골프 선수가 되었다. ② mature: 성숙한, 
immature: 미숙한, ④ expert: 전문가

18  부가의문문은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만든다.
19  골프를 시작한 나이는 알 수 없다. ① 프로 골프선수, ③ 1996
년, ④ 1998년부터 2016년까지, ⑤ 2007년 11월

20   ⓐ와 ②번: 차례, ① 돌다, ③ (어떤 것이 다른 방향을 향하도 
록) 돌리다, 뒤집다, ④ (차량의) 방향 전환, ⑤ (…한 상태로) 
변하다

21  Who를 맨 앞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
22  그는 올해 이미 21개의 홈런을 쳤다고 했으므로, 22번째 홈런
을 친 것이다. twenty-second도 가능하다.

23  play를 받는 대동사 ‘do’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4  A: newscaster(뉴스 프로 진행자) - B: 스포츠 기자의 관계이다.
25  위 글은 ‘스포츠 뉴스 대본’이다. ① 요약, 개요, ② (신문, 잡지의) 
글, 기사, ③ 수필, ④ (책, 연극, 영화 등에 대한) 논평 [비평], 감
상문

26  think의 목적어로 ‘What’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27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과거에 포수들은 홈 베이스의 약 1미
터 뒤에 서서 공을 잡았다.

pp.8~12

01 ⑴ wait ⑵ dying 

02   They are wearing dark gray uniforms because 

they are the visiting team. 

03 (A) never (B) excited 

04 원정 팀은 항상 어두운 유니폼을 입는 것

05   in order / so as / in order that, might[could]  / 

so that might[could]

06 take a shower → wash their uniforms 

07   Players choose a number that[which] they like. 

08   4

09   과거에는 번호가 선수들의 타순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한 팀의 야구선수는 9명이기 때문이다. 

10 (A) has hit (B) hits

11 Your favorite player is at bat. 

12 Jihun’s favorite player 

p.246~247

01   I can’t wait: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무엇인가를 너무나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dying to 부정사(for 명사): 몹시 
…하고 싶어 하는, …하고 싶어 못 견디는

02 ‘visiting’을 보충하면 된다.
03  지안이는 전에 야구 경기장에 온 적이 ‘결코’ 없어서 그녀는 아주 
‘흥분된다.’

04  바로 다음 문장의 내용을 쓰면 된다.
05  목적(~하기 위하여)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는 in 

order to, so as to, in order that ~ may[can], so that ~ 
may[can]로 바꿀 수 있다.

06   과거에는 원정 팀이 매 경기 후 ‘유니폼을 세탁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그들은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07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어 있다.
08  과거에는 번호가 선수들의 타순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했기 때문
에 ‘4’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한 팀의 야구선수는 9명이므로, 등번호도 9번까지만 있었을 것
이다.

10  (A) already가 있으므로 현재완료가 적절하다. (B) 조건의 부
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11 at bat 타석에 서서
12  ‘지훈이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가리킨다.

01 ④ 02 ④  03 miss 

04 ④ 05 ②  

06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table tennis?  

07 ticket 08 ④  

09 Which baseball player do you like?  

10 more than Daniel Parker 11 ③  

12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13 ④ 14 ③

15 ⑴   At last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last 

Saturday. 

 ⑵   We don’t know exactly when the accident 

happened. 

 ⑶   Delicious galbitang is being made for him by 

Anna.

 ⑷   Your love can be shown to your partner by 

saying “I love you.”

 ⑸   Mariel was seen to go out with her friend by 

Andy.

 ⑹   The festival was put off by the city on account 

of the bad weather. 

 ⑺ She didn’t say good-bye, did she?

 ⑻ She can play soccer very well, can’t she? 

p.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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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⑼ Tino is wearing a blue shirt, isn’t he?

 ⑽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near the city 

hall, wasn’t it?

16 ⑴ Tino likes eating ice cream, doesn’t he?

 ⑵   It was an interesting movie, wasn’t it? 

17 ② 

18 ⑴ Where was your dog found yesterday? 

 ⑵   Frenc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in Africa. (

 ⑶   Mr. Park goes shopping every Sunday, doesn’t 

he? 

19 (A) can’t (B) is (C) visiting  20 ②

21 the Thunders  22 ③ 23 ② 

24 ⑤ 25 ② 26 ③ 27 ⑤ 

28 gone 29 batting 

30 it falls to the ground → it flies fast (and is gone) 

01  ④ order: 순서 / 술을 섞을 때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anxious: 불안한 ① excited: 신난, 흥분한 ② pleased: 기쁜 
③ bored: 지루한 ④ nervous: 불안한 ⑤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 있는

03  miss: 놓치다 / 타자는 여러 개의 공을 놓쳤다. 나는 이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04  while+동사ing: ~하는 동안
05  축구와 탁구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에 여자아이
는 탁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하고, 상대방은 어떤지 물어보는 질
문이 들어가야 남자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 있으므
로 주어진 문장의 위치는 ②가 적절하다.

06  which 명사 do you like? A or B?: 어떤 ~을 좋아하니? A 
아니면 B? 

07  ticket: 티켓 / 어느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또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당신이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식적인 종이나 
카드

08  ⓐ I looked at → I’m looking at ⓑ What country → 
Which country ⓒ would you like to visiting → would 
you like to visit ⓔ I’d like to seeing → I’d like to see

09   Which 명사 do you like?: 어떤 ~을 좋아하니?
10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I like A.’, ‘I like A 

better[more] than B.’ 또는 ‘I prefer A to B.’로 표현한다. 이 
때 비교대상이 되는 ‘than B’나 ‘to B’는 생략할 수 있다.

11  남자아이가 ‘When did you get it?(언제 생긴 거야?)’으로 물
었으므로 때에 대한 정보를 대답해야 한다. ⓒYesterday my 
father bought it for me.

12  can’t wait to 동사원형: ~하기를 기대하다, be looking 
forward to 동명사: ~하기를 기대하다

13  ① James teaches math, doesn’t he? ② She was great, 
wasn’t she? ③ The door was opened by Tom. ⑤ The 

wall will be painted by the painters tomorrow.
14   첫 문장은 집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되는 것이므로 수동
태로 쓰인 is cleaned가, 두 번째 문장은 앞이 일반동사가 쓰였
고 현재시제이며 긍정이므로 doesn’t를 쓰고 주어가 Jejudo이
므로 주어를 대명사 it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

15  (1) 도둑이 경찰에 잡힌 것이므로 수동태 (2) happen은 자동사
이므로 수 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3)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에서 make는 간접목적어 앞에 for를 쓴다. (4)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7)~(10)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
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면 긍정 으로 한다. be동사
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반 동사
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용한다. 반드시 축약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한다.

16  부가의문문은 ‘평서문(긍정문 또는 부정문)+반대 상황의 의문
문’의 형태를 갖는다.

17  be interested in: ~에 흥미가 있다 be covered with: ~로 덮
여 있다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be pleased with: 
~로 기뻐하다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18  (1), (2) 개가 발견되고 프랑스어가 말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쓴다. (3) Mr. Park이 주어이므로 대명사 he로 받고 일반동사, 
현재시제, 긍정이므로 doesn’t를 쓴다.

19  (A) I can’t wait: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무엇인가를 너무나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B) ‘Which team’이 주어이므
로 is가 적절하다. (C) visiting team: 원정 팀

20  ⓐ와 ②번: 형용사적 용법, ①, ④: 부사적 용법, ⑤ 명사적 용법
21  ‘천둥 팀’을 가리킨다.
22  과거에는 원정 팀이 매 경기 후 유니폼을 세탁할 수가 없었기 때
문에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는 말이 뒤에 
나오므로, 홈팀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원정 팀은 ‘어두운’ 유니
폼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와 ①, ④번은 동명사, 나머지는 다 현재분사
24  ⑤ 지안이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25  ⓐ와 ②번: 순서, ① (상품의) 주문, ③ 명령[지시]하다, ④ 정 
돈[정리](된 상태), ⑤ 주문하다

26   ③ 지훈이가 그 선수를 왜 좋아하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① 
They are warming up. ② Number 77. ④ It means 
that the player likes the number 77. ⑤ They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7  (A) at bat 타석에 서서, (B) wait for: ~을 기다리다
28  공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홈런을 치는 것이 된다.
 29  be about to 동사원형 = be on the point of ~ing: 막 ~하려
는 참이다

30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날아가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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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③ 

02 ⑴ first base ⑵ competition ⑶ either ⑷ orders

03 (A) to take (B) wait 04 ③, ⑤ 05 ④  

06 ③ 07 ② 08 ⓐ in ⓑ and ⓒ up

09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visit first? The     

U.S. or Mexico? 10 ② 

11   There’s a soccer match this weekend between 

Korea and Turkey. 

12 ③  13 ①

14 ⑴ will be read to his son by Simon tonight

 ⑵ was fixed by Peter this morning

15 ⑴ didn’t she ⑵ can’t they ⑶ was it 16 isn’t it  

17 (A)  excited (B) to start (C)  third base 18 ⑤ 

19 ② 20 wash their uniforms, to hide 

21 ②, ③, ④ 22 It is 77. 23 ①, ④ 24 ② 

p.254~257

01  at bat: 타석에 서서 /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가 타석에서 있
다.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하려고 하다 / 영화가 막 시작하
려 하고 있다.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 그는 또한 일주
일에 두 번 영어 수업을 듣는다.

02  (1) base: (야구의) 루, 베이스 (2) competition: 대회 (3) 
either: (부정문에서) ~도 (4) order: 순서

03  (A) take a boat ride: 보트를 타다 be going to 동사원형: ~
할 것이다 (B) can’t wait to 동사원형: ~을 기대하다

04  ① hide: 감추다, 숨기다 / 딸이 반지를 침대 밑에 숨겼다. ② 
fit: 맞다 / 헬멧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③ 
either: (부정문에서) ~도 / 그는 못 가고, 나도 못 간다. ④ 
decide: 결정하다 /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⑤ support: (특정 스포츠 팀을) 응원하다 / 당신은 어느 팀을 
응원하나요?

05  ④번은 visiting team(원정 팀: 경쟁하는 팀의 경기장이나 코
트에서 경기를 하는 스포츠 팀)에 대한 설명이다.  

06  주어진 문장에서 the game은 천둥 대 코브라의 경기를 의미한
다. 지호가 그 경기를 보러 서둘러 집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
렉스가 놓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07  support: (특정 스포츠 팀을) 응원하다
08  ⓐ in a hurry: 서둘러 ⓑ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 hurry up: 서두르다

09  would like to 동사원형: ~하고 싶다 visit: 방문하다 
10  ② 남자아이는 멕시코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11  there is 단수명사: ~가 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2  ③ 윤호는 이번 주말의 축구 경기에 대해 들었다.
13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가 중요치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by+행위자’는 생략한다. 

14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므로 수동태로 쓴다.

15  부가의문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
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16  동의를 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 그렇지?’라고 되묻
는 부가의문문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만든다. This는 it
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7  (A)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수식받는 명사가 감정을 느끼게 되
는 경우에 과거분사를 써야 하므로 excited가 적절하다. (B) to 
start가 wait의 목적어이고, for the game은 to start의 의미
상의 주어이다. (C) ‘3루’ 뒤라고 해야 하므로 third base가 적
절하다. three bases: 세 개의 루

18  원정 팀의 선수들이 어두운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유는 대
답할 수 없다. ① The Thunders and the Cobras do. ② At 
the baseball stadium. ③ No. ④ She feels so excited.

19  이 글은 ‘원정 팀이 어두운 유니폼을 입게 된’ 이유에 관한 글이
다. strong points: 강점, weak points: 약점

20  과거에는 원정 팀이 매 경기 후 ‘유니폼을 세탁할 수’가 없었기 때
문에 그들은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했다.

21  ⓐ와 ①, ⑤: 부사적 용법(목적), ②, ④: 명사적 용법, ③ 형용 
사적 용법

22  ③ ‘Players choose a number they like.’라고 했기 때문에,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77번 선수가 좋아하는 숫자는 ‘77’이다.

23  ⓐ와 ①, ④: (이야기 첫 머리에서) 재미있거나 놀라운 의견· 소
식 등을 말하려 할 때 씀. ‘저 있잖아, 내 이야기 들어봐’라는 뜻. 
②, 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③ 어떻게 (요리 를) 해드
릴까요?

24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77번 선수이다.

01 will → won’t 02 can → can’t

03 I’m looking forward to watching the game. 

04 ⑴   What was cooked for her family by her last 

night?

 ⑵   Kimdaesung built Dabotap in the eighth 

century.

 ⑶   Kevin waters the plants every morning.

 ⑷   Some flowers were given (to) me by my friend 

two days ago. 또는 I was given some flowers 

by my friend two days ago. 

05 ⑴   The light bulb was invented by Edison. 또는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⑵   A dress was made for Sue by her mom. 

 ⑶   You aren’t paying attention, are you? 

 ⑷   You forgot to bring your umbrella, didn’t you?

06 (A) excited (B) wearing 

p.258~259

중2 시사송 본문 정답.indd   47 2020-03-05   오후 3:12:54



48 정답 및 해설

07 I can’t wait for the game to start. 

08 they are the visiting team 

09 has come → has never come 

10 (A) warming (B) Who’s (C)  what

11   A number they like is chosen by players. 또는 A 

number players like is chosen by them, 

12   they determined the numbers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13   In the past, the numbers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01  암벽 등반하러 가기로 한 것을 잊지 말라는 말에 걱정하지 말라
며 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는 것이 어울린다. won’t = wi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02  볼링과 야구 중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에, 야구를 좋
아한다며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러 간다는 대답을 
했는데 ‘I can wait.(나는 기다릴 수 있어.)’라는 말은 어색하다. 
I can’t wait: 너무 기다려져

03  I can’t wait to 동사원형.: ~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 = I’m 
looking forward to 동명사.

04  (1) 의문문의 수동태는 능동태의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꾼 후 
이것을 수동태로 고치고, 다시 의문문으로 바꾸면 쉽다. (4) 4형
식 문장의 수동태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각각을 주어로 하
는 수동태가 가능하며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에서 give 
동사는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이 때의 to는 생략하
기도 한다.

05  (1) 전구가 무엇을 발명할 수는 없으므로 수동태로 쓰거나 목적
어로 쓰여야 한다. (2) make는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하 는 수동
태로 쓰이지 않는다. 수동태에서 간접목적어 앞에 for을 쓰며 능
동태(Her mom made Sue a dress.)로 고쳐도 좋다. (3) be동
사가 쓰이고 있으므로 are you가 되 어야 한다. (4) 일반동사의 
과거시제가 쓰이고 있으므로 did 를 써야 하고, 긍정이므로 부정
으로 써야 하며 반드시 축약 형 didn’t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06   (A) 지안이가 흥분을 느끼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excited가 적
절하다. (B)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분사가 
적절하다.

07   I can’t wait: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무엇인가를 너무나 하고 싶
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08    ‘그들은 원정 팀이기’ 때문에 어두운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다. 
the Thunders가 팀 선수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취
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지안이가 야구 경기장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has ‘never’ come으로 고쳐야 한다.

10   (A) warm up: (스포츠나 활동 전에) 몸을 천천히 풀다, 준비운
동 을 하다, 현재진행형으로 써야 하므로 warming이 적절하다. 
(B) 가장 좋 아하는 선수가 ‘누구야’?라고 해야 하므로 Who’s가 

|모범답안| 

01 ⑴ The dress was chosen for her by her mom.

 ⑵   Lots of money is donated to charity by me.

 ⑶   Lights should be turned off when you leave the 

room. 

 ⑷ Chicken soup was made for him by her. 

 ⑸ Romeo and Juliet was written by Shakespeare.

02 (A) amateur (B) professional

 (C) LPGA Tours (D) World Golf Hall of Fame

p.260

01 ① 

02   (c)ompetition, (c)rack, (p)ast, (h)ide    

⑴ hide ⑵ cracks ⑶ competition ⑷ past

03 ⑴ over there ⑵ in a hurry 

 ⑶ come out ⑷ waiting for

04 ④  05 more[better] than the red ones

06 I prefer the green ones to the red ones.  

07 ⑤ 08 ②  09 (A) starts (B) either  

    (C) left  10 team 11 ②   

12 more → better 13 ④ 14 ③

15 ⑴ from → of 

 ⑵ William was bought a new computer  

          → A new computer was bought for William 

 ⑶ are taken place → take place 

 ⑷ don’t → aren’t

 ⑸ can’t → will 또는 won’t

16 ② 

17 ⑴ don’t you ⑵ isn’t she ⑶ wasn’t he

 ⑷ doesn’t he ⑸ won’t you ⑹ didn’t you

 ⑺ will[won’t] you ⑻ shall we

18 ③ 19 The Cobras.   

20 wearing dark colors to hide the dirt  21 ④ 

22   the numbers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3 (A) players (B) like 

p.261~264

적절하다. whose: 누 구의, (C) You know what?: (이야기 첫 
머리에서) 재미있거나 놀라운 의 견·소식 등을 말하려 할 때 씀.

11   능동태의 목적어인 a number they like를 주어로 하여 수동태
로 바꾼다.

12   by the players’ batting order가 행위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고 야구팀의 감독이나 팀 관계자들이 선수들의 타순에 의거하여 
선수들의 번호를 결정한 것이므로 they를 주어로 하여 고쳐야 한다.

13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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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ecide: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 가격은 수요와 공급
에 의해 결정된다.

02  (1) hide: 감추다, 숨기다 / 보이지 않는 곳에 무언가를 두다 / 
그 개는 어제 뼈다귀를 땅속에 숨겼다. (2) crack: 찢어지는 듯
한[날카로운] 소리 / 어떤 것이 떨어지거나 자체로 또 는 다른 것
과 부딪칠 때 나는 갑작스러운 큰 폭발음 / 밤새 큰 천둥 소리가 
울렸다. (3) competition: 대회 /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물리
침으로써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행사 나 경기 / 경쟁이 심해
지고 있다. (4) in the past: 과거에 past: 과거 / 말하거나 쓰는 
순간 이전의 시간 / 과거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여행을 다녔다.

03  (1) over there: 저기 (2) in a hurry: 서둘러 (3) come out: 
나오다 (4) wait for: ~를 기다리다

04  go+동사ing: ~하러 가다 go surfing: 서핑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play+운동 이름: ~하다 play 
soccer: 축구를 하다 play tennis: 테니스를 치다

05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I like A.’, ‘I like A 
better[more] than B.’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than B’는 생략
할 수 있다.

06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07  다음 코브라 홈 경기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Okay.

(좋아.)’라고 수락하는 것이 어울린다.
08  어떤 팀을 더 응원하는지 선호를 묻는 문장이 나와야 하므로 의
문사 ‘Which’로 질문해야 한다. support: (특정 스포츠 팀을) 
응원하다 

09  (A) The game이 문장의 주어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에 s를 붙여야 한다. (B) either는 부정문에서 ‘~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C) thirty minutes를 수식하므로 수동의 의미로 ‘남
겨진’의 의미인 left가 어울린다.

10  team: 팀 / 다른 모임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운동이나 경기를 함
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

11  ② watched → will watch 대화의 내용상 그들은 다음 코브
라 홈 경기를 함께 보러 갈 것이다.

12  어떤 동물이 나에게 더 나은지 질문하고 있으므로, more(더 많
은)보다 good의 비교급인 better(더 좋은)가 내용상 어 울린다.

13  ① Cheesecake is baked for Scott every day. ② Mr. 
Lee wrote a letter. ③ My computer was fixed by my 
brother. ⑤ You have a pen, don’t, you?

14  ③ The plan was given up because of the heavy costs 
(by them). give up을 한 단어처럼 취급해야 한다.

15  (1)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물리적 변화) be made 
from: ~로 만들어지다(화학적 변화) (2) buy는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으며 수동태로 바뀔 때 간접목적어 앞
에 for를 쓴다. (3) take place는 자동사로 쓰이므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 (4) 긍정의 현재시제 be동사가 쓰이고 있으므로 
‘be동사+n’t’로 부가의문문을 만들어야 한다. (5) 명령문이므로 

부가의문문은 ‘will you?’나 ‘won’t you?’로 써야 한다.
16  ②번은 과거 동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과거분사로 수동태를 만들
고 있다.

17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하고 부정이면 긍
정 으로 한다. be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be동사나 조동사를 
이용하고 일 반동사일 경우는 do/does/did를 이용한다. 반드
시 축약형을 사용해야 하고 주어는 대명사로 바꿔 주어야 준다. 
또한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나 won’t you?를 쓰고 
권유문(Let’s ~)의 경우에는 shall we?를 쓴다.

18  ⓐ와 ①, ④번은 현재분사, 나머지는 다 동명사
19  ‘코브라’가 홈팀이다.
20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21  어떤 팀이 처음으로 어두운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는지는 대답할 
수 없다.

22  ‘by’를 보충하면 된다. by: [척도·표준을 나타내어] …에 의 거
하여, …에 따라

23  요즘은 ‘선수들’ 자신에 의해 번호가 선택되는데, 그것은 그 들이 
‘좋아하는’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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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파헤치기

1

01 호의, 친절 02 극복하다 03 탐정, 형사 

04 약한 05 완료하다, 완결하다 

06 걱정하다 07 유럽, 유럽 대륙 08 경험하다; 경험 

09 시작하다 10 ~까지(는) 11 머무르다, 지내다 

12 바로 13 입양하다 14 자유롭게 

15 만화 16 작가 17 목표  

18 희망하다, 바라다; 희망 19 소개하다 

20 도전적인, 힘든, 간단하지 않은 21 그리다 

22 씻다 23 놀라게 하다 24 구하다, 아끼다 

25 도서 박람회 26 중국어; 중국의  

27 걷게 하다, 데리고 가다 28 약점 

29 없어진, 분실한 30 언젠가 31 기쁜 

32 완전히 33 마지막으로 34 쓰다, 소비하다 

35 ~을 돌보다 36 기꺼이 ~하다 37 잠깐 

38 A를 B와 나누다[공유하다] 39 도움을 청하다 

40 ~에 흥미를 갖게 되다 41 ~할 준비가 되다 

42 노력하다 43 ~을 버리다, ~을 던지다

p.02

01 national 02 concert 03 bucket list  

04 drama 05 musical instrument  

06 save 07 surprise 08 wash 

09 detective 10 challenging 11 favorite 

12 spend 13 band  14 weakness  

15 festival  16 fully  17 subject 

18 someday 19 special 20 missing 

21 plan 22 pleased  23 ride 

24 finally 25 sell 26 talk 

27 adopt 28 worry 29 favor  

30 stay 31 overcome  32 experience 

33 weak 34 complete 35 by the end of ~

36 get better 37 be ready to 동사원형 

38 throw away 39 ask for help 40 make an effort 

41 for a while 42 be willing to 동사원형 

43 make a friend

p.03

1 fully, 완전히  2 right, 바로  3 challenging, 도전적인  

4 band, 밴드  5 freely, 자유롭게  6 goal, 목표  

7 most, 가장  8 overcome, 극복하다  

9 spend, 쓰다, 소비하다   10 draw, 그리다  

11 book fair, 도서 박람회  12 save, 구하다, 살리다  

13 someday, 언젠가  14 complete, 완료하다, 완결하다  

15 favor, 호의. 친절  16 detective, 탐정  

p.04

Listen & Speak 1 A

hope, get good grades / Don’t worry

Listen & Speak 1 B

1   it’s your birthday / What, want for / I hope I get / 

2   What, doing / I’m making, wish list / cool, the first / 

hope, make a lot of

3   How, English class / It was, wrote down, for / you, 

tell, yours / hope I, someday

Listen & Speak 1 C

1   hope I can travel, this / sounds

2   hope, can see / sounds

3   hope I can learn, to / sounds great

Everyday English 2. A Function Practice 2 

What are you planning to / planning to get, cut

Everyday English 2. B Listening Activity

1   planning to do tomorrow / I’m planning, book fair 

with / like to join / What time, going to meet / At, 

in front of

2   are you planning / not sure / how about going, 

with / sounds

3   Can, a favor / what / to buy, tomorrow, help, 

choose one / love to

Listen & Speak 2 C

1   do at / planning to sell

2   are you planning to / planning to do a magic

3   What are you planning / to dance in a group

p.05~06

Listen & Speak 1 A

G: I hope I get good grades this year. 

B: You will. Don’t worry.

Listen & Speak 1 B

1   B: Hana, it’s your birthday today. Happy birthday! 

G: Thank you. 

p.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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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G: I hope I get a new computer. 

2   G: What are you doing?   

B: I’m making my wish list for the new school year.  

G:   That sounds cool! What’s the  first thing on your 

list?

   B: I hope I make a lot of new friends. 

3   G: How was your English class?  

B:   It was fun! We wrote down our dreams for the 

future.

   G: Oh, did you? So tell me. What’s yours?

   B: Well, first, I hope I become a rock star someday.

Listen & Speak 1 C

1   A: I hope I can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B: That sounds great. 

2   A: I hope I can see my grandmother.  

B: That sounds great. 

3   A: I hope I can learn how to swim.  

B: That sounds great.

Everyday English 2. A Function Practice 2 

G: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B: I’m planning to get my hair cut.

Everyday English 2. B Listening Activity

1   B: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G:   I’m planning to go to the book fair with Jimmy. 

Would you like to join us? 

   B: Sure. What time are you going to meet?

   G: At 3:00 in front of the school cafeteria. 

2   G: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omorrow?   

B: Well, I’m not sure.

   G: Then how about going to a movie with me? 

   B: That sounds wonderful. 3

3   G: Jack! Can you do me a favor?   

B: Yes, what is it? 

   G:   I’m planning to buy a new bike tomorrow. Can 

you help me choose one? 

   B: Sure, I’d love to.

Listen & Speak 2 C

1   A: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t the school 

festival?  

   B: I’m planning to sell snacks. 

2   A: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t the school 

festival?  

   B: I’m planning to do a magic show. 

3   A: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t the school 

festival?  

   B: I’m planning to dance in a group.

01 for the New School Year 02 Hi, everyone  

03 the first day, new school year  

04 want to hear, for this year  

05 What, want, most  

06 Think about,  you want to do  

07  make a bucket list, share, with 08 I’m 

09 This is, this year  

10 go on a bike tour, this summer  

11 I’ve been there before, freely on my bike  

12 second goal, how to play   

13 the most beautiful sound, musical instruments  

14 hope, can play, on, by the end of   

15 Finally, get a good grade  

16 weakest subject  

17 put, into, to overcome my weakness 

18 My name is  19 want to see, right in front of  

20 willing, stand in line, front area  

21 Second, adopt a puppy  

22 I’ve, wanted 23 I’m, ready to take care of  

24 last goal, a little more challenging 

25 l’d like to, all of   

26 a big fan, detective series, miss a single one

p.11~12

01 My, School Year 02 Hi, everyone  

03 first, our, year 04 hear, plans, this 

05 What, want, most  

06 Think about, things  

07 then, make, share, with 08 I’m Jinsu 

09 my, list, this year 10 First, on, tour 

11 been, experience, freely on  

12 second, to, how   

13 think, most, sound, instruments  

14 play, on, by, end  

15 Finally, get, grade in  

16 weakest subject  

17 put, into, overcome, weakness 18 My name is   

19 favorite, right, front, stage  

20 willing, line, enter  

21 Second, adopt, puppy  

22 always wanted  

23 fully ready, care  

24 last,  little, challenging 

25 like, all, stories   

26 big, detective, so, miss

p.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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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의 새 학년 버킷 리스트

  2   모두들, 안녕. 

  3   오늘은 우리 새 학년의 첫날이에요. 

  4   저는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과 희망을 듣고 싶어요. 

  5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여러분이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7   그러고 나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 봐요. 

  8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예요. 

  9   이것은 올해 제 버킷 리스트예요. 

10   우선, 저는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어요. 

11   저는 그곳을 전에 가 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제 자전거를 

타고 좀 더 자유롭게 그 섬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12   제 두 번째 목표는 기타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3   저는 기타가 모든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14   올해 말쯤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제 기타로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5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16  수학은 제가 가장 약한 과목이에요. 

17   올해는 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학 공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18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미예요.

19   우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공연을 무대 바로 

앞에서 보고 싶어요. 

20   앞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저는 기꺼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릴 

거예요.

21   두 번째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22   저는 항상 강아지를 원해 왔어요.

23   이제는 제가 애완동물을 돌볼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생각해요. 

24 제 마지막 목표는 좀 더 도전적이에요.

25 저는 셜록 홈스 이야기들을 모두 읽고 싶어요.

26   저는 작년에 이 탐정 시리즈의 열성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p.13~14

  1   My “Bucket List” for the New School Year

  2   Hi, everyone.

  3   Today is the first day of our new school year.

  4   I want to hear your plans and hopes for this year.

  5 What do you want to do most?

  6 Think about three things you want to do.

  7   And then, make a bucket list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8   Hi! I’m Jinsu.

p.15~18

  9   This is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10   First, I want to go on a bike tour of Jejudo this 

summer.

11   I’ve been there before, but I want to experience 

the island more freely on my bike this time.

12   My second goal is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13   I think the guitar has the most beautiful sound of 

all musical instruments.

14   I hope I can play my favorite song on my guitar 

by the end of this year.

15   Finally, I want to get a good grade in math.

16   Math is my weakest subject.

17   This year, I’ll put more effort into studying math 

to overcome my weakness.

18   Hi! My name is Somi.

19   First, I want to see a concert of my favorite band 

right in front of the stage.

20   I’m willing to stand in line all night to enter the 

front area.

21 Second, I want to adopt a puppy.

22   I’ve always wanted a puppy.

23   I think I’m fully ready to take care of a pet now.

24   My last goal is a little more challenging.

25   I’d like to read all of the Sherlock Holmes stories.

26   I became a big fan of this detective series last 

year, so I don’t want to miss a single one.

Work Together Step 3

1. bucket list we bought

2. hope, can, actor

3. Second, have dinner with

4. Third, can travel, other

5. spent, to buy

My Writing Portfolio

1. This Year

2. Here is

3. First, how to make

4. want to, to surprise

5. Second, to live, life

6. throw away, that, not need

7. last thing, to study, lessons 

8. At the end, will overcome, weakest

Culture Link

1. I am

2. get good grades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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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 자세 02 구부리다 03 당기다 

04 복도 05 충고 06 (눈을) 깜빡이다 

07 피하다 08 조언, 비법 09 기대다 

10 등 11 버려진 12 문자, 글자 

13 낮추다 14 소설 15 확인하다 

16 보호하다 17 서비스 센터, 수리소

18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19 손목 

20 줄이다, 감소시키다 21 잡다 

22 날씨 23 증가하다 24 고통 

25 규칙 26 다치게 하다, 아프다 

27 화난 28 압력 29 예방하다, 막다 

30 역사적인 31 휴식 32 나쁜 

33 금, 깨진 틈 34 불편한 35 ~에 좋다 

36 ~을 줄이다 37 당장  

38 ~와 연락[접촉]하다  

39 ~에 주의를 기울이다 40 가끔, 이따금 

41 A를 B로부터 막다 42 ~에 의존하다 

43 명심하다

p.21

01 crack 02 cause 03 drop 

04 rule 05 uncomfortable 06 under 

07 hold  08 increase 09 historical  

10 worse 11 break 12 life jacket  

13 pressure  14 pain 15 weather 

16 reduce  17 hurt  18 upset  

19 prevent 20 blink  21 wrist 

22 avoid  23 back 24 protect 

25 pull 26 pose 27 deserted 

28 hall 29 tip  30 check  

31 lean 32 lower  33 letter  

34 advice 35 pay attention to 

36 be late for 37 depend on  

38 get in touch with 39 instead of 

40 cut down on 41 at least 42 give back 

43 take a walk

p.22

1 tip, 조언, 비법  2 avoid, 피하다  3 deserted, 버려진  

4 drop, 떨어지다  5 blink, (눈을) 깜빡이다  

p.23

3. give, some advice 

4. Why don’t you, wake up

5. go to bed early, get better grades

Work Together Step 3

1. This is the bucket list we bought. 

2. First, I hope I can meet my favorite actor.

3. Second, I hope I can have dinner with my role model. 

4. Third, I hope I can travel to other countries.

5. We spent ninety dollars to buy these items.

My Writing Portfolio

1. My “Bucket List” for This Year

2. Here is my bucket list. 

3. First, I want to learn how to make cookies. 

4. I want to make them to surprise my mom.

5. Second, I want to live a simple life. 

6. I will throw away things that I do not need. 

7.   The last thing is to study online English lessons 

every day. 

8.   At the end of this year, I will overcome my 

problems with my weakest subject, English.

Culture Link

1. Hi, I am Gijun. 

2.   I hope I get good grades this year, but I sleep too 

much. 

3.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 

4.   Why don’t you go to bed on time and wake up 

early?

5.   I think you need to go to bed early and sleep on a 

regular schedule to get better grades.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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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tect, 보호하다  7 novel, 소설  

8 lower, 낮추다  9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10 break, 휴식  11 cause, 초래하다, 야기하다  

12 text,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다  

13 uncomfortable, 불편한  14 hall, 복도  

15 prevent, 예방하다, 막다  16 upset, 화난  

Listen & Speak 1 A

dark circles under / should get more sleep

Listen & Speak 1 B

1   forgot / Isn’t, best friend / Yes, What should I do / I  

think you should tell

2   feel down / matter / put on, this, What should / 

should cut down on

Listen & Speak 1 C

1 always late for, should I / should set an alarm

2   have, headache. What should I / should get some  

rest

3   doesn’t work, What should I do / take, the service  

center

Listen & Speak 2 A

Make sure, by / will

Listen & Speak 2 B

1   sleep over at / say, okay / said, would make / 

Make sure you text , get to 

2   what, doing / reading, on / don’t read in the dark, 

not good for / turn, on

3   didn’t bring / won’t / borrow / make sure, give it 

back when, done

Listen & Speak 2 C

1   Can, eat / make sure you, first

2     Can I / turn it off after using it

3   Can I ride on / make sure, wear a life jacket

p.24~25

Listen & Speak 1 A

G: Oh, no! I have dark circles under my eyes. 

M: You should get more sleep.

Listen & Speak 1 B

1   G: I forgot Jenny’s birthday!   

B: Isn’t she your best friend?    

G: Yes, she is. What  should I do?  

B: I think you should tell her you’re very sorry. 

p.26~27

2   B: I feel down.    

G: Why? What’s the matter?  

B: I put on 5kg this winter. What should I do?  

G: I think you should cut down on snacks.

Listen & Speak 1 C

1   A: I’m always late for school. What should I do?   

B: You should set an alarm on your smartphone. 

2   A: I have a headache. What should I do?  

B: You should get some rest. 

3   A: My phone doesn’t work. What should I do?  

B: You should take it to the service center.

Listen & Speak 2 A

W: Make sure you are home by 12:00. 

G: Okay, I will.

Listen & Speak 2 B

1   B: Mom, may I sleep over at Jinsu’s house?   

W: Did Jinsu’s mom say it was okay?   

B: Yes. Jinsu said she would make pizza for us.   

W:   Okay. Make sure you text me when you get to 

Jinsu’s house.

2   G: Daniel, what are you doing?    

B: I’m reading a novel on my smartphone.    

G:   Make sure you don’t read in the dark. It’s not 

good for your eyes.  

   B: Okay. I’ll turn the light on.

3   B: Oh, no! I didn’t bring my science book!   

G: Ms. Lee won’t be happy about that.   

B: I know. Umm, can I borrow your science book?  

G:   Okay. Just make sure you give it back when 

you’re done.

Listen & Speak 2 C

1   A: Can I eat this pizza?   

B: Sure. Just make sure you wash your hands first. 

2     A: Can I use this computer?    

B: Sure. Just make sure you turn it off after using it. 

3   A: Can I ride on this boat?    

B:  Sure. Just make sure you wear a life jacket.

01 Health Tips, Users  

02 spends, lot, using  

03 checks, news, weather 04 plays, games 

05 texts his 06 finds information, Internet  

07 online comic books   

08 watches movies  09 take, off, long  

10 using, too, cause health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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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ealth Tips, Users  

02 spends, lot, using  

03 checks, news, weather 04 plays, games 

05 texts his friends  

06 finds information on, Internet  

07 reads online comic books   

08 watches movies   

09 take, off, all day long  

10 using, too much, cause health problems   

11 a heavy user, like  

12 If so, here are, to protect

13 Watch, neck, back  

14 When, usually bend  

15 text neck, pose increases  

16 to prevent, to bring, up to  

17 Another way, to lower, instead of bending  

18 Give, a break   

19 makes, feel tired, for a long time  

20 Using, in the dark, makes, worse 

21 To avoid, from time to time  

22   Follow, Every, a 20-second  break, at least, feet 

away 23 blink, often 

24 keep, from becoming  

25 text, on your smartphone  26 Texting, hurt 

27 Try, exercises  28 help reduce  

29 Pull on, each hand  

30 Put, together with your arms, in front of 

31 remember   

p.30~31

  1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건강 조언

  2   성민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3 그는 뉴스와 날씨를 확인합니다. 

  4 그는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5   그는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6   그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7   그는 온라인 만화책을 읽습니다. 

  8 그는 영화를 봅니다. 

  9   성민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10   그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11   여러분은 성민이와 같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인가요? 

12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줄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13   여러분의 목과 척추를 조심하세요. 

14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은 보통 목을 구부립니다 

15   이 “거북목” 자세는 여러분의 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16   이러한 압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 전화를 

여러분의 눈높이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17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목을 구부리는 대신에 시선을 

낮추는 것입니다. 

18   눈을 쉬게 하세요. 

19   오랫동안 스마트폰의 작은 글자를 읽는 것은 눈이 

피곤해지고 건조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20   어두운 곳이나 움직이는 차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21   이것을 피하려면, 눈을 때때로 쉬게 하세요. 

22   20-20-20 규칙을 따르세요. 20분마다 20초의 휴식을 취하고 

적어도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 사물을 바라보세요. 

23   또한, 눈을 자주 깜박이세요. 

24   이것은 여러분의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25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나요? 

26   오랫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손가락과 

손목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7   이런 운동을 해 보세요. 

28   그것은 여러분의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29   각 손의 각 손가락을 당기세요. 

30 팔을 여러분 앞에서 벌린 채로 손등을 마주 놓으세요. 

31 그러나 기억하세요. 

32   이러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입니다. 

33   여러분 자신에게 스마트폰으로부터 휴식을 주세요.

p.32~33

32 The best tip to prevent, to use, less  

33 some rest from

11 heavy user, like 12 so, tips, protect

13 Watch, neck, back  

14 When, read, usually bend  

15 text, increases, pressure, back  

16 prevent, bring, up to  

17 Another way, instead, bending  

18 Give, eyes, break  

19 makes, feel, dry, for  

20 Using, moving, makes, worse 21 avoid, from, to  

22 Follow, Every, least, away 23 blink, often 

24 keep, from becoming 25 text, lot on   

26 Texting, hurt, wrists 27 Try, exercises  

28 help reduce, pain 29 Pull on, each 

30 Put, backs, with, out 31 But remember 

32 tip, prevent, use, less  

33 yourself, res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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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37

  1   Health Tips for Smartphone Users.

  2   Seongmin spends a lot of time using his smartphone.

  3  He checks the news and weather.

  4 He plays smartphone games.

  5   He texts his friends.

  6   He find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7 He reads online comic books.

  8   He watches movies.

  9   Seongmin cannot take his hands off his 

smartphone all day long.

10   He does not know that using a smartphone too 

much can cause health problems.

11   Are you a heavy user of your smartphone like 

Seongmin?

12   If so, here are some tips to protect your health.

13   Watch your neck and back.

14   When you read on your smartphone, you usually 

bend your neck.

15   This “text neck” pose increases the pressure on 

your neck and back.

16   The best way to prevent this pressure is to bring 

the phone up to the level of your eyes.

17   Another way is to lower your eyes instead of 

bending your neck.

18   Give your eyes a break.

19   It makes your eyes feel tired and dry to read small 

letters on a smartphone for a long time.

20   Using a smartphone in the dark or in a moving car 

makes this problem worse.

21   To avoid this, give your eyes a break from time to time.

22   Follow the 20-20-20 rules: Every 20 minutes, take a 20-second 

break and look at something at least 20 feet away.

23   Also, blink your eyes often.

24   This will keep your eyes from becoming dry.

25   Do you text a lot on your smartphone?

26   Texting for a long time can hurt your fingers and wrists.

27   Try these exercises.

28   They will help reduce the pain in your fingers and wrists.

29 Pull on each finger of each hand.

30   Put the backs of your hands together with your 

arms out in front of you.

31 But remember.

32   The best tip to prevent these health problems is 

to use your smartphone less.

33   Give yourself some rest from your smartphone.

2. in a car

3. when I am walking 

4. feel uncomfortable, not have, with

5. in bed

Before You Read B

1. Watch Out

2. walked into, while texting, hurt

3. avoid using, while walking

4. should reduce, she spends using

Writing Workshop

1. Smartphone, Me

2. are both, and, using

3. get in touch with, right away

4. information I need

5. when, to do

6. On the other hand, feel dry, tired

7. keep, from paying

8. need to, intelligently

Before You Read A

1. when, eat breakfast 

p.38

Before You Read A

1. I use my smartphone when I eat breakfast. 

2. I use my smartphone in a car. 

3. I use my smartphone when I am walking.

4.   I feel uncomfortable when I do not have my 

smartphone with me. 

5. I use my smartphone in bed.

Before You Read B

1. Watch Out!

2.   Yesterday, Sejin walked into a tree while texting and 

hurt her head. 

3. She needs to avoid using her phone while walking. 

4.   Also, she should reduce the time she spends using it.

Writing Workshop

1. A Smartphone & Me 

2.   There are both good things and bad things about 

using a smartphone. 

3. First, I can get in touch with my friends right away. 

4. Also, I can easily get information I need. 

5.   That is useful when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6.   On the other hand, using a smartphone too much 

makes my eyes feel dry and tired. 

7.  Also, text messages and ads keep me from paying 

attention to my studies. 

8. So I need to use my smartphone intelligently.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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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연주회 02 (동식물을) 기르다, 자라다 

03 실제로, 사실은 04 조금, 한 조각(가지), 부분 

05 옷, 의상 06 기회 07 밝은, 똑똑한 

08 돌고래 09 초등학교 10 악기 

11 요리하다; 요리사 12 여가 시간  

13 (모임·식 등을) 개최하다 14 참여하다, 가입하다

15 쉬운 16 이웃 17 정문

18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19 소개하다 

20 자기 자신의 21 정원 22 채소 

23 도서관 24 선물; 참석한 25 봉사하다 

26 경험, 경력 27 몇몇의 28 음, 음표

29 활동 30 지도자, 대표  

31 관심; ~의 관심[흥미]을 끌다 32 연습; 연습하다

32 동네, (도시 내의 한 단위) 지역 33 요리, 음식

34 결과적으로 35 ~하는 것을 즐기다 

36 ~을 찾다 37 ~하고 싶다 38 ~에 참여하다  

39 ~로 변화시키다[바꾸다]  40 도움을 청하다

41 ~을 잘하다 42 ~하는 방법

p.40

01 doughnut 02 experience 03 drone 

04 present 05 practice 06 activity 

07 cooking 08 interest 09 fly  

10 service 11 several 12 neighborhood 

13 get  14 leader 15 library 

16 club  17 however  18 volunteer 

19 note  20 project  21 Spanish 

22 walk 23 actually 24 opportunity  

25 hold  26 introduce  27 actually  

28 bright 29 clothes  30 grow  

31 hold 32 neighbor  33 main gate  

34 vegetable  35 change into  36 a little bit 

37 fall into  38 as a result 39 participate in  

40 get better 41 thank for  42 ask for help 

43 watch out (for)

p.41

1 bright, 밝은  2 grow, 자라다  3 a bit, 조금, 약간

4 practice, 연습하다  5 walk, (동물을) 걷게 하다  

p.42

Listen & Speak 1 A

know  how  to make / course, easy

Listen & Speak 1 B

1   heard you went to, How / I hope I can play, like her 

someday / knew how to play the violin / not good 

at, yet 

2   Look at, grew, myself, own garden / how to cook, 

grow, too / taught me 

Listen & Speak 2 A

looking at, at night / love doing 

Listen & Speak 2 B

1   Do you enjoy reading / love  reading, about / 

reading, too / let’s go, the library 

2   What did you do / made breakfast / Do you enjoy  

cooking / good cook, cooking

3   Where, get / made it for me / really good designer / 

enjoys making clothes, too 

Real-Life Zone A

the leader, Thank, for your interest / to meet / When  

did you start playing / how to play the violin when / 

experience playing / Actually, an orchestra when, 

elementary school / volunteer to teach, Do you  

enjoy teaching others / experience, enjoy working  

with, like to try / have, playing, Welcome to

Wrap Up

look, delicious / made them myself, baking, going to, 

this Saturday / want to learn how to make, Is, difficult 

/ at all, join me / What time should / At / Sounds, 

See, then

p.43~44

Listen & Speak 1 A

A: Do you know how to make a paper cat? 

B: Of course. It’s easy.

Listen & Speak 1 B

1   G:   I heard you went to Yuna’s violin concert 

yesterday. How was it?

p.45~46

6 bake, (빵 등을) 굽다  7 drone, 무인 비행기  

8 join, 가입하다  9 neighbor, 이웃  10 garden, 정원  

11 musical instrument, 악기  12 leader, 지도자, 대표  

13 opportunity, 기회  14 hold, (모임 · 식 등을) 개최하다  

15 orchestra,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16 club,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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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t was great. I hope I can play the violin like her 

someday. 

   G: I didn’t know you knew how to play the violin   

   B: I can, but I’m not good at it yet.

2   G:  Look at these pictures. I grew these vegetables 

myself. I have my own garden. 

   B:   Cool! Do you know how to cook the vegetables 

you grow, too? 

   G:  Yes, my grandmother taught me.

Listen & Speak 2 A

A:   Do you enjoy looking at the stars at night? 

G: Yes, I love doing that.

Listen & Speak 2 B

1   B: Do you enjoy reading books, Yumi?  

   G:   Yes, I love reading science books. How about 

you?

   B: I love reading books, too. 

   G: Then, let’s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today. 

2   G: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Minsu? 

   B: I made breakfast for my family. 

   G: Do  you  enjoy  cooking ? 

   B:   Yes, I’m a good cook ! My family loves my cooking.

3   B:   Jiyun, that’s a pretty backpack! Where did you 

get it? 

   G: My sister made  it  for  me. 

   B: Wow! She’s a really good designer. 

   G: Yes, she is. And she enjoys making clothes, too .

Real-Life Zone A

B:   Hello, Kate. I’m Hamin, the  leader of the Nanum 

Orchestra.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club. 

G: Hi. Nice to meet you. 

B:   You play the violin? When did you start playing the 

violin? 

G:   I started learning how  to  play  the  violin  when I 

was ten. 

B: Do you have any experience  playing in a group? 

G:   Yes. Actually, I was a member of an orchestra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B:   Great. We also volunteer to teach children. Do  

you enjoy teaching others? 

G:   I have no experience teaching others. But I enjoy  

working  with people, so I’d like to try. 

B:   Good. I think we’ll have a great time playing 

together. Welcome to the Nanum Orchestra.

Wrap Up

B:   These cookies look so delicious. Did you make 

them? 

G:   Yes. I made them myself yesterday. I enjoy baking.  

01 Why Don’t, Join  

02 Participating, way, life 03 How, joining 

04 are, leaders who, join 05 Let’s, to what 

06 Art Club  07 from, Art Club  

08 As, guess from, paint  

09 volunteer work, to  

10 Last, participated in, Change  

11 dirty, flying, jumping, waves  

12 As, into, bright, place  

13 neighbors, to, thanked  14 don’t have to  

15 Anyone, paint, join  

16 Come, be, member   

17 Boram Orchestra  

18 leader of, Orchestra  

19 several, playing, main gate 20 were those   

21 play, for, every  

22 need, how, little bit 23 worry if, play 

24 practice, get better 

25 musical instruments, service, community  

26 teaching, eleven-year-old, play 27 At, how, note  

28 can, simple song  

29 Hearing, play, makes  

30 By joining, opportunity, others  

31 Come, join, club 32 waiting for

p.47~48

01 Why Don’t You Join  

02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to enjoy 

03 How about joining  

04 Here are, who want, to join 05 Let’s, to what 

06 Art Club  07 from, Art Club  

08 As, can guess from, paint  

09 do volunteer work from, to  

10 Last, participated in, Change, Neighborhood  

p.49~50

     I’m going to make doughnuts this Saturday. 

B:   Oh, I want to learn how to make doughnuts. Is it 

difficult? 

G:   Not at all. You can come to my house and join me 

if you want. 

B: Thanks, Bora. What time should I come? 

G: At 2:00. 

B: Sounds good. See you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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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때? 

  2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생활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3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어떤가요? 

  4   여기 학생들이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두 명의 

동아리 대표가 있어요. 

  5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봅시다. 

  6 피카소 미술 동아리 

  7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소 미술 동아리의 강소라입니다. 

  8   우리 동아리의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9 우리는 가끔  자원봉사도 합니다. 

10   지난여름,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우리 마을 바꾸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1   우리 마을에 있는 건물의 더럽고 오래된 벽에 하늘 높이 

나는 새들과 푸른 파도 위로 점프하는 돌고래들을 

그렸습니다. 

12   결과적으로, 오래된 마을은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13   이웃들은 우리의 작품을 보고 행복해 했고 고마워했습니다. 

14   여러분은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15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   와서 피카소 미술 동아리의 회원이 되세요. 

p.51~52

11   On the dirty old walls, painted, flying, jumping 

over blue waves 

12 As a result, changed into, beautiful place   

13 were happy to see, thanked   

14 don’t have to, painter   

15 Anyone who likes to, join  

16 Come and be   17 Orchestra  

18 the leader of 

19 see, playing music, main gate, came to school 

20 were those  21 play music for  

22 how to play, a little bit to join  

23 don’t worry if, don’t 

24 practice hard, get better 

25 also teach, how to, as a service to  

26 teaching an eleven-year-old boy 

27 At first, how to read a note   

28 can play a simple song  

29 Hearing him play, happy  

30 By joining, have an opportunity, to help others  

31 Come and join 32 waiting for

17 보람 오케스트라

18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 오케스트라의 회장 장민수입니다.

19   오늘 학교에 왔을 때 정문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몇 명의 

학생들을 보았습니까? 

20   우리가 그 학생들이었습니다. 

21  우리는 매일 아침 친구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22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하는 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23 그러나 여러분이 연주를 잘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24   우리는 열심히 연습하고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25   우리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로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26   저는 열한 살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   처음에 그는 음표를 읽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28   이제는 간단한 노래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29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듣는 것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30   우리 동아리에 가입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1 와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32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Why Don’t You Join Our Club?

  2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is a great way to 

enjoy your school life.

  3   How about joining a club?

  4   Here are two club leaders who want students to 

join their clubs.

  5 Let’s listen to what they say.

  6 The Picasso Art Club

  7 Hi! I am Sora Kang from the Picasso Art Club.

  8   As you can guess from the name of our club, we 

paint.

  9   We also do volunteer work from time to time.

10   Last summer, our club members participated in 

the “Change Our Neighborhood” project.

11   On the dirty old walls of the buildings in our 

neighborhood, we painted birds flying high in the   

sky and dolphins jumping over blue waves.

12   As a result, the old neighborhood changed into a 

bright and beautiful place.

13   The neighbors were happy to see our work and 

thanked us. 

14   You don’t have to be a good painter.

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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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nyone who likes to paint can join.

16   Come and be a member of the Picasso Art Club.

17   The Boram Orchestra

18   Hi! I am Minsu Jang, the leader of the Boram 

Orchestra.

19   Did you see several students playing music at the 

main gate when you came to school today?

20  We were those students.

21   We play music for our friends every morning.

22   You need to know how to play an instrument a 

little bit to join our club.

23   But don’t worry if you don’t play well.

24   We will practice hard and get better together.

25   We also teach children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as a service to our community.

26   I am teaching an eleven-year-old boy to play the 

violin.

27   At first, he did not know how to read a note.

28   Now he can play a simple song.

29   Hearing him play the violin makes me very happy.

30   By joining our club, you can have an opportunity 

to help others.

31 Come and join our club.

32   We are waiting for you.

After You Read

1. leader, community center

2. started teaching, how to play

3. how to read a note

4. hope to join, main gate

Writing Workshop 

1. Middle School Club 

2. Name

3. Student Name

4. to Join, would like to

5. good at passing, running

6. how to head, so

7. become, who

8. Goals, join, practice, hard

Real Life Zone

1. would like

2. how to play

3. lots of, playing

4. enjoys working

5. Let’s, welcome, to

p.57

After You Read

1.   Today, Minsu, the leader of the Boram Orchestra, 

came to community center. 

2.   He started teaching me how to play the violin last 

month.

3. At first, I didn’t know how to read a note. 

4.   I hope to join the Boram Orchestra and play the 

violin at the main gate when I become a middle 

school student.

Writing Workshop 

1. Boram Middle School Club Membership Form 

2. • Name of Club: FC Boram 

3. • Student Name: Sunho Park

4.   • Why You Want to Join the Club: I love soccer and 

would like to join FC Boram. 

5. I am good at passing the ball and running fast. 

6.   However, I don’t know how to head the ball, so I 

want to learn how to do that. 

7.   I want to become a soccer player who can make 

wonderful heading goals.

8.   • Your Goals: If I join this club, I will practice very 

hard and become a good team player!

Real Life Zone

1.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new orchestra 

member, Kate.

2. She knows how to play the violin. 

3. She also has lots of experience playing in a group. 

4. And she said she enjoys working with people. 

5. Let’s all welcome her to the Nanum Orchestra.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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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다가 02 올바른 03 대답하다 

04 언제든, 한 번이라도 05 등장인물 

06 지배하다 07 장면 08 친절한 

09 행복 10 갈매기 11 품목 

12 시끄러운 13 지지; 지지하다 14 제목 

15 편안한 16 함께 하다 17 그러한, 너무나 ~한 

18 왕좌, 왕위 19 여행 20 근처에 

21 외국의 22 헤어지다 23 감상문, 논평 

24 학교 식당 25 날씨 26 (곰, 사자 등의) 새끼 

27 실망한, 기대에 어긋난 28 불안한 

29 외국인 30 의견 31 후회하다 

32 무서운 33 십 대 34 넓은 

35 ~에 대해 걱정하다   

36 (병·상황 등이) 나아지다 37 (~에게) 잘 어울리다

38 ~을 빼앗다 39 ~을 두려워하다 40 ~처럼 보이다 

41 ~을 잘하다 42 그런데  

43 만약 ~이라면 어떻게 될까?

p.59

01 nervous 02 reply  03 separate  

04 weather 05 scene 06 cub 

07 review 08 foreign 09 journey  

10 such  11 teenager 12 support 

13 friendly 14 besides 15 happiness 

16 item  17 character 18 seagull 

19 join 20 nearby 21 opinion 

22 regret  23 comfortable  24 noisy 

25 throne 26 rule  27 disappointed 

28 scary 29 foreigner 30 school cafeteria

31 title 32 wide 33 correct 

34 ever 35 break out 36 not anymore 

37 by the way  38 try to+동사원형  39 be worried about 

40 look like+명사 41 be scared of  42 get better

43 go into

p.60

1 separate, 헤어지다  2 journey, 여행  3 happiness, 행복  

4 besides, 게다가  5 noisy, 시끄러운  6 character, 등장인물  

7 rule, 지배하다  8 cub, (곰, 사자 등의) 새끼  

9 foreign, 외국의  10 reply, 대답하다  11 teenager, 십대

p.61

12 title, 제목  13 seagull, 갈매기  14 nervous, 불안한  

15 support, 지지. 후원  16 review, 감상문, 논평

Listen & Speak 1 A

worried about / Don’t worry, do fine

Listen & Speak 1 B

1   Do you have, special plans / going to, worried 

about / Don’t worry, won’t rain

2   can, go into / What’s wrong / scared of / friendly, just  

looks scary because

Listen & Speak 1 C

1   I’m worried about / Don’t worry, going to

2   I’m worried about / worry, You’ll do great 

3   I’m worried about my future / worry, find something, 

like to do

Listen & Speak 2 A

What do you think of / look like

Listen & Speak 2 B

1   Did, watch / saw, last Saturday / What did you think 

of it / disappointed, wasn’t, good

2   What do you think of / think, delicious / What, best 

item / like, the best

3   do you think of / looks great / happy that, painted, 

myself

Listen & Speak 2 C

1   What, think of / looks light, fast

2   What do you think / look good on you

Real-Life Zone

who looked like / had / looked like, were having / 

were , try to meet twice / wish , could feel , 

comfortable / was worried about speaking, anymore 

/ get, nervous, try to speak / the hardest, gets easier, 

easier / What do you, about, both of / great idea

p.62~63

Listen & Speak 1 A

B: I’m worried about the math test. 

W: Don’t worry. You’ll do fine.

Listen & Speak 1 B

1   B: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omorrow? 

   G:   I’m going to Jejudo in the morning. But I’m 

worried about the weather.  

   B: Don’t worry. It won’t rain on Jejudo tomorrow.  

   G: Oh, that’s good to hear.

2   B: Jina, can you go into your house first?  

   G: Why? What’s wrong? 

p.64~6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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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형제 

  2 두 형제는 여정을 떠났다. 

p.70~71

01 Two Brothers 02 went on, journey 

03 found, front of 04 said, into, across 

05 find, her cubs 06 Take, run up 07 find happiness

08 go, find, together 09 How can, true

10 What if, wide 11 Besides, away from 

12 Instead, finding, killed 13 replied, if, try

14 went, own  way  

15  went into, swam across 16 There was

17 was sleeping 18 took, ran up 

19 reached, took, made 20 lived as, for 

21 broke out, lost  22 on, road  

23 One, met, for, last 24 older, right

25 have lived, well  26 once, had, lot

27 younger,  regret, choice 

28 nothing, something to remember 

p.66~67

01 Two Brothers 02 went on, journey 

03 found, in front of  

04 said, Go into, swim across  

05 will find, her cubs 06 Take, run up 

07 will find happiness

08 Let’s go and find happiness together 

09 older brother, How can we know, true

10 What if, too wide  

11 Besides, easy to take, away from 

12 Instead of finding, be killed  

13 replied, How, if, don’t try

14 separated, both went their own way  

15  went into, swam across 16 There was

17 was sleeping 18 took her cubs, ran up

19 reached the top, took him to, made 

20 lived as a king for  

21 broke out, lost his throne  

22 was on the road  

23 One day, talked about, lives for the last 

24 I was right 25 have lived quietly, well  

26 once, have had a lot of trouble

27 younger brother,  regret my choice

28 nothing, will always have something to remember

p.68~69

   B: I’m scared of your dog. 

   G:   Don’t worry. He’s a friendly dog. He just looks 

scary because he’s so big.

Listen & Speak 1 C

1   A: I’m worried about your health.   

B: Don’t worry. I’m going to the doctor tomorrow. 

2   A: I’m worried about the speech contest.   

B: Don’t worry. You’ll do great. 

3   A: I’m worried about my future.    

B: Don’t worry. You’ll find something you like to do.

Listen & Speak 2 A

B: What do you think of these sunglasses? 

G: They’re cool! You look like a movie star.

Listen & Speak 2 B

1   G: Did you watch the movie, The Daughter?   

B: Yes, I saw it last Saturday.   

G: What did you think of it?    

B: I was disappointed. It wasn’t very good. 

2   B:  What do you think of our school cafeteria food?  

G: I think the cafeteria food is delicious.   

B: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item?  

G: I like the Gimbap the best. 

3   G: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B: It looks great. I like the colors.    

G: I’m happy that you like it. I painted it myself.

Listen & Speak 2 C

1   A: What do you think of my bike?    

B: It looks light and fast.

2   A: What do you think of these shoes?   

B: They look good on you.

Real-Life Zone

G:   I saw you with someone who looked like a 

foreigner yesterday. 

B: Yes. We had lunch together. 

G: You looked like you were having a good time. 

B: We were. We try to meet twice a month for lunch. 

G:   I wish I could feel more comfortable talking with a 

foreigner. 

B:   I was worried about speaking in English before, 

but not anymore. 

G: I get really nervous when I try to speak in English. 

B:   Well, the first time is the hardest. After that, it gets 

easier and easier. 

G:   What do you think about me joining both of you 

for lunch? 

B: That’s a grea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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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ir mother?

12   Instead of finding happiness, we can be killed!”

13   The younger brother replied, “How can we know if 

we don’t try?”

14   They separated, and they both went their own 

way.

15   The younger brother went into the forest and 

swam across the river.

16   There was the bear.

17   She was sleeping.

18   He took her cubs and ran up the mountain.

19  When he reached the top, some people took him 

to their city and made him their king.

20 There he lived as a king for five years.

21   Then a war broke out, and he lost his throne.

22   He was on the road again.

23   One day, the two brothers met again and talked 

about their lives for the last five years.

24   The older brother said, “I was right.

25   I have lived quietly and well.

26   You were once a king, but you have had a lot of 

trouble.”

27   The younger brother answered, “I don’t regret my 

choice.

28   I may have nothing now, but I will always have 

something to remember.”

  3   그들은 숲 앞에서 바위를 발견했다. 

  4 거기에 쓰여 있었다. “숲에 들어가 강을 헤엄쳐 건너시오. 

  5   당신은 거기에서 곰과 새끼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6   곰 새끼들을 데리고 산 위로 뛰어 올라가시오. 

  7   거기에서 당신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동생이 말했다. “함께 가서 행복을 찾자.”  

  9   “싫어.” 형은 말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10   강이 너무 넓으면 어쩌지? 

11   게다가, 곰 새끼들을 엄마에게서 빼앗는 것이 쉬울까? 

12   행복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죽을 수 있어!”

13   동생은 대답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 

14   그들은 헤어졌고, 둘 다 자신의 길을 갔다. 

15 동생은 숲에 들어가서 강을 헤엄쳐 건넜다.

16   곰이 있었다. 

17 그녀는 자고 있었다.

18   그는 새끼들을 데리고 산을 뛰어 올라갔다.

19   그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도시로 

데려가서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다. 

20 그곳에서 그는 5년간 왕으로 살았다.

21   그런 다음 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왕좌를 잃었다. 

22  그는 다시 길바닥에 나앉았다.

23   어느 날, 두 형제는 다시 만났고 지난 5년 동안의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24   형은 말했다. “내가 옳았어.

25   나는 조용히 잘 살았어.

26   너는 한때 왕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27 동생은 대답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28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언제까지나 기억할 어떤 것이 

있어.”

  1 The Two Brothers

  2 Two brothers went on a journey.

  3   They found a rock in front of a forest.

  4  It said, “Go into the forest and swim across the 

river.

  5  There you will find a bear and her cubs.

  6   Take the bear cubs and run up the mountain.

  7   There you will find happiness.”

  8   The younger brother said, “Let’s go and find 

happiness together.”

  9   “No,” said the older brother, “How can we know 

this is true?

10   What if the river is too wide?

11   Besides, will it be easy to take the cubs away  

p.72~75

Before You Read

1. There, filled with, across

2. watch out, are

3. chose, go on journey

4. Sadly, dirty, noisy

5. almost hit

6. lots of trouble

7. After a few days, regretted, went back

Writing Workshop

1. Book Review 

2. Title

3. Writer

4. is about, named

5. flying better than others

6. To reach, practices flying

7. because, helped me learn

8. that, anything that, give up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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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You Read

1.   A. There is a box filled with gold behind a tree 

across the river. 

2.   But watch out! Dangerous animals are in the river. 

3.   B. Mr. Allen chose to go on journey to the city for his 

vacation. 

4.   Sadly the city streets were dirty and noisy. 

5.   A car even almost hit him. 

6.   He had lots of trouble there. 

7.   After a few days in the city, he regretted his choice 

and went back to his hometown. 

Writing Workshop

1.   A Book Review 

2.   Title : Jonathan Livingston Seagull: a story 

3.   Writer : Richard Bach 

4.   This story is about a seagull named Jonathan 

Livingston. 

5.   He dreams of flying better than others . 

6.   To reach his goal, he works hard and practices 

flying. 

7.   I like this story because it has helped me learn 

about the power of my own beliefs. 

8.   The book says that I can do anything that I want if I 

do not give up.

Into the World

1.   Happiness is when what you think , what you say , 

and what you do are in harmony.   

                                                                      - Mahatma Gandhi 

2.   When one door of happiness closes, another 

opens. - Helen Keller

3.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 Dalai Lama XIV

p.77

5

01 대회 02 맞다 03 감추다, 숨기다 

04 찢어지는 듯한[날카로운] 소리 05 규칙 

06 놓치다, 그리워하다 07 홈팀 

08 불안한 09 반바지 10 결정하다 

11 투구 12 언젠가 13 먼지, 때 

14 (부정문에서) ~도 15 경기장 16 (야구의) 루, 베이스 

17 타자 18 국제적인 19 결정하다 

20 잊다 21 애완동물 22 원정 팀  

23 (good의 비교급) 더 좋은, 더 나은 24 티켓 

25 경기, 성냥 26 순서, 명령 27 그 뒤에, 그런 다음 

28 휴가 29 의미하다 30 천둥 

31 과거 32 암벽 등반  

33 (특정 스포츠 팀을)  응원하다, 지원하다 34 ~을 몹시 기대하다 

35 A와 B 사이에 36 ~을 기다리다 37 ~의 열렬한 팬이다 

38 서둘러 ~하다 39 ~을 기대하다 40 일주일에 두 번  

41 ~에 신나다, ~에 들뜨다 42 ~로 돌아오다

43 서둘러

p.78

01 hide  02 either  03 ticket 

04 vacation 05 stadium  06 base 

07 rule 08 visit  09 batter  

10 match 11 order  

12 determine, decide 13 pitch  

14 rock climbing  15 mean 16 thunder 

17 crack 18 anxious 19 competition 

20 fit 21 pet 22 visiting team 

23 shorts  24 past  25 forget  

26 international  27 miss  28 sometime  

29 dirt  30 get  31 better  

32 support 33 then  

34 be about to 동사원형  

35 between A and B 36 hurry up 

37 be a big fan of 38 can’t wait to 동사원형 

39 twice a week 40 in a hurry 41 be excited about 

42 look forward to (동)명사 43 wait for

p.79

1 hide, 감추다, 숨기다  2 anxious, 불안한  3 fit, 맞다  

4 home team, 홈팀  5 past, 과거  6 pitch, 투구  

p.80

Into the World

1. when, think, say, in harmony

2. When, closes, another

3. something ready-made, co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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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ternational, 국제적인  8 base,  (야구의) 루, 베이스  

9 determine, 결정하다  10 visiting team, 원정 팀  

11 competition, 대회  12 order, 순서  13 thunder, 천둥  

14 either, (부정문에서) ~도  15 crack, 찢어지는 듯한[날카로

운] 소리  16 stadium, 경기장

Listen & Speak 1  A

Which sport, or / more, twice a week

Listen & Speak 1  B

1   are, doing / I’m looking at / checked, Which 

country, to visit, or / to visit, like to

2   I’m thinking, getting, have / What do, think, Which, 

better for, or / Why don’t you come to, play with, 

can decide

Listen & Speak 2  A

Did / can’t wait to watch

Listen & Speak 2  B

1   want to see / When did / bought it for me, come 

to my house / course, can’t wait to see

2   Don’t forget that, rock climbing / worry, won’t forget 

/ excited  about, I can’t wait

3   hear about / about, lives in / came back, wants to 

see / can’t wait to see

Real-Life Zone A

such a worry / have to, before, between, and, starts / 

Which team, support, or / to miss, either / Hurry up, left 

/ Maybe, sometime / about going to, home game 

together / can eat fried chicken while watching, 

sounds,  I can’t wait

Wrap Up

which sport do you like, or / How about / big fan of / 

soccer match, between, Have, heard about / already 

have, I’m going to see, can’t wait / fantastic

p.81~82

Listen & Speak 1  A

M: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ketball? 

G: I like soccer more. I play soccer twice a week.

Listen & Speak 1  B

1 G: What are you doing?  

    B: I’m looking at a world map.  

    G:   You checked two countries. Which country 

would you like to visit first?  The U.S. or Mexico?  

    B:   I want to visit the U.S. I’d like to see a basketball 

p.83~84

   game there. 

2   G:   I’m thinking about getting a pet. Do you have a 

pet? 

    B: Yes, I do. I have a dog and a cat.  

    G:   What do you think? Which pet is better for me? 

A cat or a dog?  

    B:   Why don’t you come to my house someday and 

play with my pets? Then you can decide.

Listen & Speak 2  A

G: Did you get the tickets? 

B: Yes! I can’t wait to watch the game.

Listen & Speak 2  B

1   G: Do you want to see my new mountain bike?  

    B: Sure. When did you get it? 

    G:   Yesterday my father bought it for me. Can you 

come to my house this afternoon?  

    B: Of course. I can’t wait to see it.

2   B:   Don’t forget that we’re going rock climbing this 

weekend! 

    G: Don’t worry. I won’t forget. 

    B: I’m excited about going. I can’t wait. 

3   G: Did you hear about Jisu? 

    B: What about her? She lives in Canada.  

    G:   She came back to Korea last month. She wants 

to see you.  

    B: Oh, I can’t wait to see her.

Real-Life Zone A

B1: Jiho, why are you in such a hurry? 

B2:   Hi, Alex! I have to be home before 6:00. The game 

between the Thunders and the Cobras starts at 

6:00. 

B1:   Oh, are you a baseball fan? Which team do you 

support? The Cobras or the Thunders? 

B2: The Cobras. 

B1: Me, too! I don’t want to miss the game either. 

B2: Hurry up! We only have thirty minutes left. 

B1:    Okay. Maybe we can watch a game together 

sometime. 

B2:   That’s a great idea! How about going to the next 

Cobras home game together? 

B1:   Okay. They have a game next Saturday. We can 

eat fried chicken while watching the game! 

B2: That sounds great. I can’t wait!

Wrap Up

B:   Jimin,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table 

tennis? 

G: I love table tennis. How about you, Yunho? 

B:   I like soccer. I’m a big fan of James Hood. H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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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ay, Baseball Stadium  

02 and, have,game 03 is at, stadium 

04 your first, isn’t it  

05 excited, can’t wait for 06 are coming out

07 Which team 08 Over, behind third 

09 wearing, because, visiting  

10 always wear, dark 11 that, rule 

12 Home, bright, visiting, dark 13 Why, that 

14 There, interesting, about  

15 past, wash, every  

16 wearing, hide, dirt  17 was, good idea

18 warming up 19 your favorite 20 Number 77 

21 What does, mean  

22 choose, they like 23 know what 

24 determined by, batting order 25 there, no, with 

26 is about to 27 looks anxious

28 favorite, at bat   

29 has hit, runs already  

30 hits, more, be, season   

31 batter misses several 32 has, full count 

33 waiting for, pitch 34 RUN, HOME 

35 Crack, flies fast 36 is going, gone

p.85~86

01 A Day, Baseball Stadium  

02 have a game 03 is at, baseball stadium 

04 your first time, isn’t it  

05 excited, can’t wait for, to start 06 are coming out

07 Which team 08 Over there, behind third base 

09 are wearing, because, visiting team 

10 visiting team, wear a dark color 11 rule 

12 have bright uniforms, dark uniforms  

13 Why 14 There, an interesting story 

15 In the past, wash their uniforms after every game 

16 started wearing, to hide the dirt  

17 a good idea

18 are warming up  

p.87~88

19 your favorite player 20 Number 

21 What does, number mean  

22 choose, they like 23 You know what

24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5 there were no, with 26 is about to 

27 looks anxious 28 Your favorite, at bat 

29 has hit 30 hits one more, this season   

31 misses several balls  

32 has a full count  

33 waiting for, next pitch 34 HOME RUN 

35 Crack, flies fast 36 is going, gone

  1 야구 경기장에서의 하루

  2 오늘 천둥 대 코브라 게임이 있다.

  3   지훈이네 가족은 야구 경기장에 있다. 

  4   지훈: 지안아, 네가 야구 경기장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렇지 않니?

  5   지안: 응, 나 아주 흥분돼. 나는 경기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

  6   아빠: 봐,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7   지안: 어떤 팀이 천둥이야? 

  8  지훈: 저기, 3루 뒤

  9   그들은 원정 팀이기 때문에 어두운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어. 

10   지안: 원정 팀은 항상 어두운 색을 입어? 

11   지훈: 응, 그게 규칙이야.

12   홈팀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은 어두운 유니폼을 입어.

13   지안: 왜? 

14   엄마: 그것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단다. 

15 과거에는 원정 팀이 매 경기 후 유니폼을 세탁할 수가 없었어.

16   그래서 그들은 때를 숨기기 위해 어두운 색을 입기 시작했지.

17   지안: 하하하! 좋은 생각이었네요!

18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19   지안: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20 지훈: 77번. 

21   지안: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해? 

22  지훈: 음... 선수들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 

23   아빠: 그거 알아?

24   과거에는 번호가 선수들의 타순에 의해 결정되었단다. 

25   지훈: 77번 선수가 없었다는 뜻이네요! 

26   이제 지훈이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막 공을 치려고 한다.

27   지훈이는 불안해 보인다.

28  지안: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타석에 서네. 

29   지훈: 응. 그는 올해 이미 21개의 홈런을 쳤어. 

30   그가 오늘 하나를 더 치면, 그는 이번 시즌 홈런 리더가 될 

거야.

31 타자는 여러 개의 공을 놓친다. 

32 이제 그는 풀카운트가 되었다. 

p.89~90

     great soccer player. 

G:   Oh, really? There’s a soccer match this weekend 

between Korea and Turkey.  Have you heard about 

it? 

B:   Of course. I already have a ticket. I’m going to see 

the game on Saturday. I can’t wait. 

G: That’s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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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는 다음 투구를 기다리고 있다. 

34   지훈: 홈런! 홈런! 

35   땅! 공은 빠르게 날아간다. 

36   그것은 가고, 가고, 가고, 사라져 버렸다! 

31   The batter misses several balls. 

32   Now he has a full count.

33   He is waiting for the next pitch.

34   Jihun: HOME RUN! HOME RUN!

35   Crack! The ball flies fast.

36   It is going, going, going, gone!

  1 A Day at the Baseball Stadium

  2   Today the Thunders and the Cobras have a game.

  3   Jihun’s family is at the baseball stadium.

  4   Jihun: Jian, this is your first time to come to the 

baseball stadium, isn’t it?

  5   Jian: Yes, I’m so excited. I can’t wait for the game 

to start.

  6   Dad: Look, the players are coming out now!

  7   Jian: Which team is the Thunders?

  8   Jihun: Over there, behind third base.

  9   They are wearing dark gray uniforms because 

they are the visiting team.

10   Jian: Does the visiting team always wear a dark 

color?

11   Jihun: Yes, that’s the rule.

12   Home teams have bright uniforms and visiting 

teams have dark uniforms.

13   Jian: Why is that?

14   Mom: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about that.

15   In the past, visiting teams could not wash their 

uniforms after every game.

16   So they started wearing dark colors to hide the 

dirt.

17   Jian: Hahaha! That was a good idea!

18   The players are warming up.

19   Jian: Who’s your favorite player?

20   Jihun: Number 77.

21   Jian: What does the number mean?

22  Jihun: Hmm.... Players choose a number they like.

23  Dad: You know what?

24   In the past, the numbers were determined by the 

players’ batting order.

25   Jihun: That means there were no players with 

number 77!

26   Now, Jihun’s favorite player is about to bat.

27   Jihun looks anxious.

28 Jian: Your favorite player is at bat.

29   Jihun: Yes. He has hit 21 home runs already this 

year.

30   If he hits one more today, he will be the home run 

leader this season.

p.91~94

Real-Life Zone B 

1. Which sport, like, or

2. going to, with, this weekend, can’t wait

Writing Workshop

1.   Marathon Runner 

2. Born, August

3. Nationality

4. was known as,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5.   preparing to run, found out, did not fit, decided to 

run, without shoes

6. felt pain during, as the winner

7. one of, wasn’t he

Wrap Up

1. Middle School Sports Day 

2. will be held, on Wednesday, June

3. will be various, such as

4. wil also, table tennis

5. sounds like, doesn’t it

p.95

Real-Life Zone B 

1. A: Which sport do you like? Basketball or soccer?

2.   B: I like basketball. I’m going to play it with my 

friends this weekend. I can’t wait.

Writing Workshop

1.    Abebe Bikila  Marathon Runner 

2. Born : August 7, 1932 

3. Nationality: Ethiopia 

4.   Speciality: He was known as a marathon winner at the 

Rome and Tokyo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5.   When he was preparing to run the marathon in 

Rome, he found out that his shoes did not fit well, 

so he decided to run the race without shoes . 

6.   He felt pain during the race, but he finished the race 

as the winner. 

7.   He was one of the greatest runners in the world, 

wasn’t he?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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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 Up

1. Sarang Middle School Sports Day 

2.   Sarang Middle School Sports Day will be held on 

the school playing field on Wednesday, June 15. 

3.   There will be various games such as baseball and 

soccer. 

4. There wil also be table tennis. 

5. It sounds like fun, does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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