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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①  02.②  03.④  04.④  05.②  06.③  07.③  08.is  09.①  10.④  11.③  

12.⑤  13.③  14.to add  15.to learn

영역별 문제

01.③  02.④  03.④  04.③  05.⑤  06.④  07.①  08.③  09.③  10.⑤  11.ⓒ 
- ⓐ - ⓑ  12.⑤  13.③  14.OK 표시가 프랑스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를 의미하

는 것  15.⑤  16.④  17.②  18.③  19.③  20.④  21.③  22.②  23.②  24.①  

25.④  26.③  27.④  28.⑤  29.④  30.②  31.⑤  32.②  33.⑤  34.②  35.②  

36.④  37.③  38.⑤  39.②  40.③  41.ⓐ different, ⓑ meaning  42.③  

43.① 보름달이 반달보다 9배 더 밝은 것 ② 태양이 많은 흑점을 가지고 있는 것  

44.⑤  45.③  46.②  47.④  48.⑤  49.④  50.⑤  51.Cultural Difference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②  02.③  03.④  04.②  05.③  06.②  07.④  08.③  09.③  10.④  11.③  

12.④  13.①  14.⑤  15.②  16.④  17.②  18.④  19.⑤  20.to face  21.④  

22. curling  is allowed  23.rude  24.③  25.④  26.③  27.⑤  28.⑤  

29.⑤  30.②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①  02.②  03.②  04.⑤  05.④  06.④  07.②  08.④  09.②  10.④  11.②  

12.②  13.⑤  14.⑤  15.③  16.①  17.④  18.⑤  19.①  20.②  21.not only, 
but also  22.Gestures are different across cultures.  23.positive  24.③  

25.③  26.④  27.②  28.⑤  29.②  30.손가락으로 코를 톡톡 두드리는 것

적중 서술형 

01.not only, but also  02.gesture  03.가치 없는(무가치한)  04.I wonder who 
broke the window.  05.민호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  06.surprised  07.catches  

08.In old times, people didn’t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09.① the 
sun has a lot of black spots ② would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10.the 
sun rises in the east  11.We learned that penguins don’t live at the North 
Pole.  12.My goal is to win the race.  13.My plan is to read many books.  

14.to play the piano  15.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  16.It means “I don’t 
want to tell you.”

창의 서술·논술형

01.gets up at five thirty  02.[예시 답안] My goal is to do more volunteer 
work. / My goal is to make a lot of friends. 등  03.A：I wonder how he 
stays healthy. B：I think he exercises regularly.

2lesson Willie the Parrot Saved a 
Life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②  02.③  03.④  04.②  05.③  06.①  07.ⓐ that ⓑ to be  08.seems to 
be  09.③  10.⑤  11.④  12.②  13.⑤  14.too busy to play  15.Mom was 
too busy to fix my lunch.

영역별 문제

01.③  02.④  03.④  04.③  05.②  06.②  07.⑤  08.④  09.③  10.②  11.④  

12.④  13.running shoes  14.③  15.②, ⑤  16.④  17.③  18.④  19.③  

20.④  21.③  22.②  23.③  24.①  25.④  26.②  27.①  28.②  29.⑤  

30.too busy to play tennis  31.④  32.⑤  33.③  34.①  35.②  36.③  

37.④  38.③  39.⑤  40.⑤  41.③  42.②  43.③  44.②  45.③  46.②  47.⑤  

48.It seems that it is very smart.  49.The dog’s owner will call the writer 
at 000-1234-5678.  50.③  51.②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⑤  02.④  03.③  04.④  05.③  06.②  07.②  08.④  09.⑤  10.④  11.②  

12.②  13.④  14.②  15.①  16.④  17.③  18.⑤  19.⑤  20.③  21.③  22.②  

23.It, that, was  24.②  25.Samantha의 두 살배기 딸 Hannah를 돌보기 위
해서  26.④  27.It seemed that he knew that everything was fine.  28.④  

29.②  30.③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①  02.④  03.②  04.②  05.④  06.③  07.②  08.학교에서 더 이상 종
이 교과서를 쓸 수 없다는 것  09.④  10.②  11.③  12.①  13.②, ⑤  14.②  

15.③  16.③  17.①, ④  18.④  19.②  20.too hot to eat  21.④  22.②  

23.⑤  24.③  25.②  26.swallow  27.③, ⑤  28.④  29.③  30.④

적중 서술형 

01.on your own  02.save  03.repeat  04.⑴ slapped ⑵ waving ⑶ 
shouted ⑷ add ⑸ stay  05.I prefer the zoo.  06.No, I don’t. / No, I don’t       
agree. / No, I disagree. / No, I don’t think so. 중에서 두 가지 선택  07.He 
seems to be  08.seems to be happy  09.It seems that she misses her 
grandmother in Jeju-do.  10.⑴ She is too sick to go on a trip. ⑵ He was 
too tire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11.I am so busy that I can’t play 
tennis with my friends.  12.The tea is too hot to drink.  13.⑴ seems to 
be interesting  ⑵ seems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14.The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15.the writer was too tired to get up early  16.the water 
seems to be too cold to swim in

창의 서술·논술형

01.I like English better. (또는) I prefer English.  02.Pets are too noisy to 
keep in apartments.  03.[예시 답안] seems to help me study better (또
는) seems to be helpful while studying  04.① I was too sick to go to 
school. ② I was so sick that I couldn’t go to school.  

1lesson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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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esson An Amazing Love Letter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③  02.whom[that/who]  03.that  04.④  05.④  06.③  07.②  08.⑴ 
I read the newspaper which[that] my father bought. ⑵ The boy 
whom[that/who] Jane introduced to Mina didn’t show up.  09.④  10.①  

11.④  12.③  13.all the other shirts  14.②  15.④

영역별 문제

01.③  02.②  03.②  04.④  05.③  06.④  07.⑤  08.④  09.⑤  10.②  

11.③  12.③  13.⑤  14.③  15.①  16.②  17.②  18.④  19.④  20.①  

21.③  22.②  23.②  24.②, ⑤  25.③  26.①  27.④  28.④  29.②  30.⑤  

31.④  32.④  33.②  34.⑤  35.②  36.⑤  37.②  38.③  39.⑤  40.No one 
is so[as] beautiful as you  41.②  42.①  43.②  44.②  45.④  46.⑤  47.④  

48.Today, Gyeongbokgung is a popular place which[that] many foreign 
tourists visit.  49.①, ③  50.⑤  51.④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③  02.②  03.④  04.②  05.②  06.②  07.as soon as  08.②  09.②  

10.③  11.④  12.③  13.④  14.③  15.②  16.⑤  17.④  18.No (other) one   

19.②  20.③  21.The great love that I have for you  22.①  23.③  24.②  

25.④  26.⑤  27.⑤  28.②  29.③  30.You have to read every other line 
of the letter.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③  02.③  03.②  04.④  05.③  06.⑤  07.as soon as  08.②  09.⑤  

10.④  11.④  12.do[would] you mind if I turn in my homework on 
Tuesday?  13.④  14.④  15.②  16.①  17.②  18.②  19.④  20.③  21.④  

22.③  23.⑤  24.the least beautiful  25.②  26.④  27.③  28.②  29.④  

30.⑴ any other ⑵ all the other

적중 서술형 

01.⑴ dislike ⑵ hidden ⑶ gathers ⑷ whole  02.① active ② tourist 
③ increase ④ palace ⑤ heater  03.⑴ excited ⑵ frustrating ⑶ 
confused ⑷ satisfying  04.⑴ until ⑵ by ⑶ be in touch ⑷ and so on  

05.Do[Would] you mind if I turn off the heater?  06.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 Please give your parents my (best) regards.  

07.Is it okay if I open the window?  08.⑴ longer ⑵ more comfortable ⑶ 
most expensive ⑷ higher, all the other  09.The man who[whom/that] I 
wanted to meet was not in his office.  10.ⓐ, ⓓ, ⓕ  11.any the other one 
→ all the other ones 또는 any other one  12.Not at all. 또는 Of course 
not.  13.⑴ better in the school ⑵ most active one in class  14.⑴ Of 
course. → Of course not. ⑵ special anything → anything special ⑶ for 
your parents → to your parents

창의 서술·논술형

01.⑴ There is no hope. ⑵ There is hope.  02.⑴ which[that] Sumi 
baked ⑵ whom[that] he saw on TV ⑶ which[that] Yuna likes ⑷ 
which[that] the teacher hid

4lesson Dear Wise Lady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③  02.④  03.⑤  04.③  05.It is great that we will be high school 
students next year.  06.②  07.⑤  08.①  09.⑤  10.①  11.②  12.③  

13.⑤  14.④  15.⑤  16.If I had two bikes, I would give you one.

영역별 문제

01.④  02.①  03.①  04.③  05.⑤  06.②  07.③  08.②  09.④  10.⑤  11.①  

12.⑤  13.②  14.④  15.③  16.⑤  17.①  18.①  19.③  20.②  21.①  22.②  

23.③  24.③  25.③  26.④  27.⑤  28.③  29.⑤  30.②  31.④  32.④  33.③  

34.①  35.It’s true that grades are important.  36.②  37.①  38.⑤  39.①  

40.③  41.④  42.①  43.②  44.⑤  45.②  46.would  47.②, ③  48.②  

49.④  50.③  51.⑤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②  02.⑤  03.④  04.②  05.④  06.⑤  07.④  08.③  09.⑤  10.②  11.①  

12.⑤  13.③  14.②  15.②  16.③, ④  17.①  18.③  19.①  20.④  21.②  

22.if you happened to get first place  23.③  24.⑤  25.would → will  

26.③  27.Because he wants to get sports off his mind.  28.①  29.②  

30.③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④  02.①  03.③  04.other than  05.②  06.④  07.④  08.②  09.①  

10.②  11.⑤  12.①  13.③  14.④  15.If he were here with me, I would be 
happy.  16.③  17.②  18.⑤  19.①  20.④  21.⑤  22.better (study) habits  

23.⑤  24.②  25.③  26.sooner, later  27.④  28.④  29.spend → spent  

30.③

적중 서술형 

01.⑴ toward ⑵ whole ⑶ look ⑷ close  02.used  03.are supposed to  

04.look  05.She doesn’t exercise at all.  06.What’s wrong with him?  

07. ⓑ  ⓒ  ⓐ  08.ⓓ-ⓐ-ⓑ-ⓒ  09.didn’t break  10.If it were fine, 
we would go shopping.  11.⑴ It is fortunate that he could join the club. 
⑵ It is certain that she can recover from the cancer. ⑶ It was bad that 
he failed in the exam.  12.had better not sleep  13.will → would  14.that 
he doesn’t remember  15.controlling your mind  16.fighting

창의 서술·논술형

01.[예시답안] ⑴ It is sad that some children suffer from disease. ⑵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people living without enough food. ⑶ It is 
unfortunate that many children can’t go to school.  02.[예시 답안] tell 
her mom the reason for bad grades and set plans for next semester 
등  03.[예시 답안] If I were you, I would keep myself busy by studying, 
exercising, or hanging out with friends. How about finding something 
else for you to have fun with? I understand playing games is fun, but it 
is not good that you spend too much time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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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7

1.~을 향하다, 직면하다, 얼굴  2.궁금하다  3.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유사하

게  4.몸짓, 제스처  5.손바닥  6.차이  7.돌리다, 회전시키다  8.말아 올리다, 
돌돌 감다  9.목록, 리스트  10.문제, 곤란  11.문화  12.방법, 방식, 길  13.승
리  14.야기하다, 일으키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15.어깨  16.예, 사례, 보기  

17.예의 바른, 공손한  18.의미하다  19.집게손가락, 검지  20.표시, 신호

Words Test A

| 본문 p. 7

1.nod  2.value  3.touch  4.positive  5.surprised  6.different  7.correct  

8.cultural  9.crowd  10.prefer  11.eye contact  12.Asian  13.thumb  

14.rude  15.foreigner  16.meaning  17.forehead  18.crazy  19.direct  

20.allow

Words Test B

| 본문 p. 7

1.~로 알려져 있다  2.~와 관계가 있다, ~에 관련되다  3.~함으로써  4.A뿐

만 아니라 B도  5.가치 없는, 무가치한  6.마음이 놓이다, 홀가분하다  7.시
도하다, 한번 해보다  8.예를 들면  9.예를 들어, ~와 같은  10.전혀 ~아니다  

11.전화가 오다  12.전화를 하다 

Phrases Test C

| 본문 p. 9

	 1.가장 유명한 사례들 중 하나  2.그 신호를 주다  3.그들 자신의 이마를 
건드리다  4.그의 손등으로  5.눈 마주치는 것을 선호하다  6.당신의 귀 주변

으로 당신의 손가락을 돌리다  7.당신의 머리를 끄덕이다  8.문화들에 따라 다
르다  9.손바닥을 군중 쪽으로 향하다  10.제2차 세계대전 동안  11.중동의 
일부들  12.한 문화에서 하나의 것을 의미하다

A

| 본문 p. 9

	 	 1.have to do with gestures  2.towards the crowd  3.have a 
positive meaning  4.look surprised  5.be not good at soccer at all  

6.be known as the “you’re crazy” sign  7.a list of different gestures  

8.mean something different  9.bring trouble  10.cultural differences  

11.not only in Australia but also in England  12.use this hand 
gesture for victory

B

| 본문 p. 9

	 1.of no value  2.not, at all  3.such as  4.feel freer  5.For example  

6.having to do with  7.not only, but also  8.is known as

C

| 본문 p. 11

Vocab	Test	A 1.⑥  2.①  3.⑤  4.②  5.④  6.③
Vocab	Test	B 1.polite  2.positive  3.cultural  4.difference
Vocab	Test	C 1.   2.
Vocab	Test	D not only, but also
Vocab	Test	E 1.value  2.polite  3.positive  4.rude  5.gesture

1.④  2.⑤  3.③  4.④
| 본문 p. 12~13

| 본문 p. 16~17

p.10  Listen and Speak 1
    at, Aren’t, surprised, seems, much, Let’s, Are, surprised, 

active
p.12  Conversation
    Weren’t, surprised, A little, wonder, because, Didn’t, did, from
p.11  Listen and Speak 2
  wondering, Isn’t, is, there is, on, interesting
p.11  Listen and Speak 2
  wonder, got, wrong, why don’t, it a try
p.13  Conversation Activity Red
  I wonder why, tired, at, tired, why don’t you
p.13  Conversation Activity Red
  Congratulations, Weren’t, believe
p.15  Conversation Activity Blue
  hope, how, feeling, Weren’t, on, surprised
p.32  Check Up
    excited, Weren’t, surprised, was, For, been waiting, aren’t 

you, watch

| 본문 p. 18~19

Check_Up	A   1.goes  2.is  3.makes  4.is  5.broke  6.moves

Check_Up	B 1.is  2.boils  3.practices  4.discovered

Check_Up	C 1.목적어  2.보어  3.주어

Check_Up	D 		1.부사적 용법  2.명사적 용법  3.형용사적 용법  4.명사적 
용법  5.부사적 용법  6.명사적 용법  7.명사적 용법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s1lesson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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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20

	 1.means  2.is  3.is  4.moves  5.rises  6.is  7.is  8.do  9.to face  

10.to finish  11.to travel  12.to visit  13.to read  14.to practice  

15.to learn  16.to stop  17.to go  18.to add  19.to go  20.to get

A

| 본문 p. 21

	 1.the sun rises in the east  2.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3.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4.she always 
goes to bed at ten o’clock

A

| 본문 p. 21

	 1.to practice  2.to travel  3.To exercise  4.to stop  5.to finish  

6.to be  7.to get  

B

| 본문 p. 21

	 1.froze → freezes  2.took → takes  3.had been → was  4.was 
→ is  5.adding → add  6.speaking → to speak  7.having → to 
have

C

| 본문 p. 22~23

01.①  02.②  03.④  04.④  05.②  06.③  07.③  08.is  09.①  10.④  

11.③  12.⑤  13.③  14.to add  15.to learn

01.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02. 그 동물이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

제와 상관없이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03. 미국이 1492년에 발견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과

거시제로 나타낸다. 미국은 발견되어진 것이므로 수동태로 나타낸다.

04.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rose → rises

05. Washington D.C.가 Washington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

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빈칸 뒤에 부정어 

not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isn’t는 답이 될 수 없다.

06. 2 더하기 3이 5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made → makes

07.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08.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09.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travel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His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10. ④의 to부정사는 앞의 대명사 no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

11. ③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①④ 보어 ② 주어 ⑤ 목적어

12.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⑤는 문장의 보어로 쓰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다.

13. <보기>와 ③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①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②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④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주어로 쓰인 경우(가주어 It ~ 진주어 to부정사 

구문) 

 ⑤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4.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add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5.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learn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본문 p. 26~27

1.across, one, something different, another, For example  2.One 
of, most, examples, having to do with, is, often used, for, during  

3.Yet, for, when, in, made, towards, surprised, means  4.to face, 
towards, However, gave, with, towards, something different, facing, 
not only, but also  5.Below is, all over, freer  6.is, of no  7.Telling, to 
come, by curling, is allowed, such as  8.at all, Similarly  9.Spinning, 
around, is known as, have  10.Nodding, is  11.To say, touching, is

| 본문 p. 30~37

01.③  02.④  03.④  04.③  05.⑤  06.④  07.①  08.③  09.③  10.⑤  

11.ⓒ - ⓐ - ⓑ  12.⑤  13.③  14.OK 표시가 프랑스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를 의미하는 것  15.⑤  16.④  17.②  18.③  19.③  20.④  21.③  22.②  

23.②  24.①  25.④  26.③  27.④  28.⑤  29.④  30.②  31.⑤  32.②  

33.⑤  34.②  35.②  36.④  37.③  38.⑤  39.②  40.③  41.ⓐ different, 
ⓑ meaning  42.③  43.① 보름달이 반달보다 9배 더 밝은 것 ② 태양이 
많은 흑점을 가지고 있는 것  44.⑤  45.③  46.②  47.④  48.⑤  49.④  

50.⑤  51.Cultural Difference

01. ③은 부사,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02. 짝지어진 단어는 반의어 관계이다.   

rude (무례한)：polite (예의 바른, 공손한) = difficult (어려운)：easy (쉬운)

03.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04. •such as：~와 같은, 예를 들면

 •be known as：~로 알려져 있다

05. •give it a try：한번 해 보다, 시도하다

 •give a call：전화를 하다

06. •of no value：가치 없는, 무가치한

 •for example：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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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have to do with：~와 관계가 있다, ~에 관련되다

08. spin(돌리다, 회전시키다)：어떤 사람 또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돌게 하다

09. ⓓ 축하해, 민호야! 좋은 소식 들었어. - ⓑ 고마워. 난 운이 좋았어. - ⓐ 그들이 

네 이름을 불렀을 때 깜작 놀라지 않았니? - ⓒ 응, 너무 놀랐어. 내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10. ⓔ 나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궁금해. - ⓓ 너는 밤에 잘 자니, Jack? 

- ⓑ 응,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 ⓐ 그러면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때? - ⓒ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

11. A：ⓒ 너 그 소식 들었니? - B：아니. ⓐ 그게 뭔데? - A：Jenny가 사진 동아

리 회장이 됐어. - B：정말? - A：응. ⓑ 놀랐니? - B：응, 조금. 나는 그녀가 

아주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했어.

12. ‘I wonder ~.’는 ‘나는 ~가 궁금하다’라는 뜻으로 궁금한 것을 묻거나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13. ‘Weren’t you surprised ~?’는 ‘놀라지 않았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놀람 

여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다.

14. 지시대명사 that는 앞서 언급된 명사 또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문장에

서는 ‘it means “nothing” there’를 가리킨다.

15. Kevin이 그에게 왜 OK 사인을 보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16. 부가의문문은 앞의 문장이 긍정문일 때 부정문으로 나타내며 앞 문장에서 사

용된 동사가 be동사 긍정문이므로 aren’t를 이용한 부가의문문을 쓴다.

17. 남자는 Blue Birds의 팬으로 그들의 우승을 5년 동안 기다려왔고 드디어 어제 

Blue Birds가 우승을 했다.

18. ① 한번 입어보세요.  ② 계속 시도해. 

 ④ 다시 한 번 해봐.  ⑤ 최선을 다해라.

19. 수호가 학교에 돌아왔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그가 학교에 돌아왔다는 뜻이

냐고 물었고 남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마지막에 여자가 그를 보러 가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대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여자가 수호가 매우 아프다고 생각했고 남자는 그가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말

한다. 이것을 통해 수호가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 수호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지

는 알 수 없다.

21. A：나는 네가 식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는지 궁금해.   

B：나는 먹이를 잘 주고 규칙적으로 산책을 시켜.

22.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23. 식후에 항상 이를 닦는 것은 매일 되풀이되는 습관적 행위이므로 주절의 시제

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24. Washington D.C.가 Washington 주에 있지 않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반

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25.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did → do

26.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27.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일 경우 항상 현재시제를 쓴다. 

 made → makes

28.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stop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My goal is to stop eating fast food.

29.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④는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어

로 쓰인 경우이다.

30. ②는 문장의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나머지는 모두 목적을 나타

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31. <보기>와 ⑤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①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주어로 쓰인 경우 (가주어 It ~ 진주어 to부정사 

구문) 

 ②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③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④ 명사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32. <보기>와 ①③④⑤는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②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33. ‘올바른 방법은 관중을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러나 그는 손등을 

관중에 향하게 하여 표시를 했다.’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34. bring은 ‘야기하다, 일으키다’, ‘가져오다, 데려오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

이다. 윗글과 ②에서는 ‘야기하다, 일으키다’의 의미로 쓰였고, ①에서는 ‘데려

오다’, ③④⑤에서는 ‘가져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35.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

낸다. Bush 대통령의 V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시제 일치의 예외를 적용하여 meant가 아닌 means로 나타내야 

한다.

36.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윗글의 밑줄 친 to face와 ④는 보어, ①③⑤는 목

적어, ②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37. 윗글에서 글쓴이는 제스처가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눈 마주

치기와 V 표시를 그 예로 언급했다.

38. have a phone call：전화가 오다

39. 엄지 올리기는 미국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라고 나와 있다.

40. 호주에서는 엄지 올리기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41. 같은 제스처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42. ,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시제 일치에 의해 that절의 시제도 과거로 나타

낸다.

43. 글쓴이는 과학 시간에 달과 태양에 관한 것을 배웠다.

44.    제스처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들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V 표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Winston Churchill은 종종 승리를 위해 이 손동작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손동작은 George Bush가 1992년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다. 

    Bush 대통령은 관중을 향해 V 표시를 만들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놀란 표

정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V 표시가 호주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

라는 것을 알았다. 올바른 방법은 관중을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손등을 관중에 향하게 하여 표시를 했다. 

    V 표시는 만약 당신이 사람을 향해 손등을 보여준다면 호주에서 뿐만 아니

라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조금 다른 의미다.

45. surprised：놀란, 놀라는  

① 두려운   ② 흥미 있는, 관심 있는 

 ④ 충격을 받은  ⑤ 기쁜

46. 지호는 새 학교에 대해 신이 났다고 했다. 

 excited : 흥분 된, 신이 난

47. 북미와 유럽에서는 눈 마주치기를 선호한다는 말 뒤에 역접의 의미를 갖는 

But(그러나)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눈 마주치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칸 앞에 부정어 not이 있

으므로 빈칸에 쓰여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은 

‘예의 바른’의 의미를 갖는 polite이다.

48. ⓑⓓ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주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49. face는 ‘~을 향하다, 직면하다, 얼굴’ 등의 뜻을 갖는 다의어이다. 영영풀이는 

‘~을 향하다’에 대한 것이고, 예문은 ‘얼굴’에 대한 것이다.

50. 문장 ‘we will watch ~ in the next class’는 종속절로서 시제 일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문장이 아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시제 일치에 따라 that절

의 시제 또한 과거로 나타내야 한다.

51. 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s (제스처의 문화적 차이) 

 •cultural (문화의)：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그들의 습관, 믿음, 전통 등과 관

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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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ce (차이)：다르다는 특징 또는 다른 상태

| 본문 p. 38~42

01.②  02.③  03.④  04.②  05.③  06.②  07.④  08.③  09.③  10.④  

11.③  12.④  13.①  14.⑤  15.②  16.④  17.②  18.④  19.⑤  20.to 
face  21.④  22. curling  is allowed  23.rude  24.③  25.④  26.③  

27.⑤  28.⑤  29.⑤  30.②

01. face : 얼굴, ~을 향하다, 직면하다

02. of no value : 가치 없는, 무가치한(= valueless)   

① 쓸모 있는    ② 귀중한 

 ④ 값을 매길 수 없는, 대단히 귀중한  ⑤ 아주 유용한, 귀중한 

03. ⓐ rude(예의 없는, 무례한)：  매너가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 polite(예의 바른, 공손한)：매너가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 positive(긍정적인)：희망적이고 확신하는; 상황의 좋은 면을 생각하는

04. 빈칸 뒤에 그가 매우 아프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놀랐다

는 내용이 들어가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05. Blue Birds가 우승한 상황이므로 lost가 아닌 won으로 나타내야 한다.

06. 앞서 그가 화가 났다는 말이 나오고, 빈칸 다음에는 ‘내가 잘못된 제스처를 사

용했기 때문이야.’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그가 화를 낸 이유를 

궁금해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07. OK 사인이 프랑스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것이 

다른 유럽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지는 알 수 없다.

08. ⓓ 연설 대회의 우승자가 누구였니? - ⓐ 나미야. 놀랐니? - ⓔ 응, 매우 놀랐

어. 그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잖아. -  ⓒ 응, 하지만 그녀는 영어 수업에서 활

발해. - ⓑ 그건 몰랐네.

09. ③의 B는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No가 아닌 놀

랐다는 의미의 Yes로 대답해야 한다.

10. Fred는 세나에게 Jimmy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것을 제안하면서 한 번 해

보라고 말했다. 

 •give a call：전화를 하다 

 •give it a try：한 번 해보다, 시도하다

11.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

다.

12.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

다. had moved → moves

13.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14. ⑤의 Washington D.C.가 Washington 주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

실이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was → is

15.  Bonnie’s plan is to read many books on animals and trees.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read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6. ④는 명사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to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모두 문장의 보어로 쓰였다.

17. ②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to부정

사의 명사적 용법 중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다.

18. ‘이것은 그가 매우 놀랐을 때 하는 그의 습관이다. → 하지만 지호의 친구는 얼

굴이 빨갛게 변했다. → 그는 지호가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19. Bush 대통령은 호주 방문 시 V 표시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가 손등이 

관중을 향하게 하여 V 표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손 안쪽을 뜻

하는 inside가 아니라 손등을 뜻하는 back이 쓰여야 한다.

20. to face(향하게 하는 것)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face : ~을 향하다

21. 제스처가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22.    전치사 뒤에 동사가 이어질 경우 동명사의 형태로 나타낸다.   

by –ing：~함으로써

    ‘허용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be동사 + p.p」의 수동태로 나타내야 

한다.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is allowed’의 형태가 된다.

23. rude(예의 없는, 무례한)：매너가 좋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24. 손가락 구부리기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일본

과 한국에서는 무례하다고 여겨지고, 싱가포르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으

므로 손가락 구부리기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호주에서 엄지 올리기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했다.

26. 윗글은 제스처가 나라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지역에 따른 제스처의 의미 차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27. 글쓴이는 다양한 제스처들과 나라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그 의미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

28. 머리 만지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29.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시제 일치에 따라 that절의 시제도 과거로 나타내

야 한다. ⓑ means → meant

30. 지호의 새 친구들 중 한 명이 지호에게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했으므로 

그가 축구 동아리 회원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친구들도 축구 동아리 

회원인지는 알 수 없다.

| 본문 p. 43~47

01.①  02.②  03.②  04.⑤  05.④  06.④  07.②  08.④  09.②  10.④  

11.②  12.②  13.⑤  14.⑤  15.③  16.①  17.④  18.⑤  19.①  20.②  

21.not only, but also  22.Gestures are different across cultures.  

23.positive  24.③  25.③  26.④  27.②  28.⑤  29.②  30.손가락으로 코
를 톡톡 두드리는 것

01. rude：예의 없는, 무례한 

 만약 당신이 누군가가 무례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매너가 좋지 않

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02. positive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므로 bad가 아닌 good이 쓰여야 영영풀이

가 자연스럽다.

03. ②의 way는 모두 ‘방법, 방식’의 의미로 쓰였다. 

 ① ~을 향하다 - 얼굴  ③ 부르다 - 전화하다

 ④ 물 - 물을 주다   ⑤ 가져오다 - 야기하다, 일으키다

04. A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라는 말에 ⑤의 ‘공원에 산책하

러 가자.’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

05. B의 ‘내 생각에 그는 매일 연습하는 것 같아.’라는 응답에 A의 ‘나는 그가 어떻

게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지 궁금해.’라는 질문이 내용상 자연스럽다.

06. 놀랐지! 생일 축하해, 세나야! - ⓒ 오, 어머나! - ⓔ 이거 널 위한 거야, 세나야. 

네가 이 책을 좋아하길 바라. - ⓓ 정말 고마워, Fred. - ⓑ 자, 기분이 어떠니? 

불이 켜졌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니? - ⓐ 응, 너무 놀랐어.

07. ‘I wonder ~.는’ ‘나는 ~가 궁금해.’라는 뜻으로 궁금증을 나타낼 때 쓰며, ⓐ는 

‘나는 네가 어떻게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지 궁금해.’라는 뜻이다. ② ‘난 네가 

어떻게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지 알고 싶지 않아.’라는 말은 ⓐ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08. 지시대명사 that은 앞서 언급된 명사 또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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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문장 전체, 즉 ‘I also play classical music for them.’을 가리키고 있다.

09. make it은 ‘성공하다, 해내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Blue Birds가 ‘우승

을 했다’는 의미로 쓰였다.

10. 여자는 Blue Birds가 결승전에서 우승해서 놀랐다.

11.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12. 과거의 일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조동사 did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동사원형으

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동사원형이 쓰인다.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과거시제로 나타내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과거

시제가 쓰여야 한다.

13. ⑤의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므로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was → is

14. His plan is to finish the homework by Friday.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의 역할을 한다. 이 문장에서 to finish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5. ③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목적어로 쓰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to부정사

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16. ①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고, 나머지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17. 주어진 문장과 ④는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보어로 쓰인 경우이다. 

 ① 명사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②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 주어로 쓰인 경우 

 ③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8. 일반적인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Bush 대

통령의 V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시

제 일치의 예외를 적용하여 meant가 아닌 means로 나타내야 한다.

19. face는 ‘얼굴’, ‘~을 향하다’, ‘직면하다’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윗글과 ①

에서는 ‘~을 향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②⑤에서는 ‘얼굴’, ③④에서는 ‘직면하

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20. ‘올바른 방법은 관중을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However) 그

는 손등을 관중을 향하게 했다.’라고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그러므로, 따라서 ③ 결과적으로 ④⑤ 게다가

21.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22. 윗글의 주제문은 ‘제스처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으로 글의 도입부분에 

나와 있다.

23. Bush의 V 표시를 보고 호주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고, 그의 V표시가 호주사람

들에게 다른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Churchill은 승리를 위해 V 표시를 사용했다.

25. 호주에서 V 표시의 올바른 방법은 관중을 향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26. similarly(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엄지 올리기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호주에

서도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럽다.

27.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서 누군가를 당신에

게 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나와 있다.

28. 라틴 아메리카에서 OK 제스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또는 “가치가 없는”을 의

미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제스처가 OK의 의미를 갖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9. ①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는 것. (일석이조) 

 ② ‘로마에 가면 로마인의 풍습을 따르라.’는 뜻으로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다. 

 ③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국을 망친다. (참견자가 많으면 일을 망친다.) 

 ④ 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의 머리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30. his habit은 앞서 언급된 문장을 가리킨다. tap : 가볍게 두드리다

| 본문 p. 48~51

01.not only, but also  02.gesture  03.가치 없는(무가치한)  04.I wonder 
who broke the window.  05.민호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  06.surprised  

07.catches  08.In old times, people didn’t know that the earth 
is round.  09.① the sun has a lot of black spots ② would play 
basketball after school  10.the sun rises in the east  11.We learned 
that penguins don’t live at the North Pole.  12.My goal is to win 
the race.  13.My plan is to read many books.  14.to play the piano  

15.축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  16.It means “I don’t want to tell you.”

01. not only A but also B：A뿐만 아니라 B도

02. gesture(몸짓, 제스처)：감정이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몸의 일부, 특히 손으

로 만들어내는 움직임

 그녀는 이해했다는 제스처로 고개를 끄덕였다.

03. 「of +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다. 

 of no value(가치 없는, 무가치한) = valueless

04. 간접의문문이 wonder의 목적어로 쓰인다.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

사」의 어순으로 나타내는데, 이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

다. 우리말에 나타난 시제가 과거이므로 broke로 나타낸다.

05. 마지막 문장에서 민호는 ‘내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좋은 소식이 바로 민호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06. 주어가 깜작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

사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surprised로 써주어야 한다. 

 surprised : 놀란, 놀라는

07. 격언이나 속담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08.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

낸다. was → is

09. ①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

타낸다. 

 ②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that절의 시제도 시제 일치에 따라 과거로 나타

낸다.

10. 불변의 진리나 과학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

낸다.

11.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일반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

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12. to win은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나의 목표는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13. to read는 ‘읽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14. My hobby is to play the piano. (나의 취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다.)

15. it은 앞서 언급된 특정 대상(명사 또는 어떤 사실)을 가리킨다.

16. 영국에서는 손가락으로 코를 톡톡 두드리는 것은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다.

| 본문 p. 52

01.gets up at five thirty  02.[예시 답안] My goal is to do more 
volunteer work. / My goal is to make a lot of friends. 등  03.A：I 
wonder how he stays healthy. B：I think he exercises regularly.

01. 매일 되풀이되는 습관적 행위를 나타낼 때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

재시제로 나타낸다. ‘early bird’는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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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

어 역할을 한다. 이 문제에서는 보어 자리에 to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03. ‘I wonder’ 뒤에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갖는 간접의문문이 이어진

다. 

 A：난 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궁금해.

 B：내 생각에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

| 본문 p. 53~54

01.Gestures are different across cultures. 

02.A gesture can mean one thing in one culture but something different 
in another.

03.For example, in North America and Europe, people prefer eye 
contact.

04.But in some Asian countries, direct eye contact is not polite.

05.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of cultural differences having to do 
with gestures is the V sign.

06.Winston Churchill often used this hand gesture for victory during 
World War II.

07.Yet this hand gesture brought trouble for George Bush when he 
visited Australia in 1992.

08.President Bush made a V sign towards the crowd, and people there 
looked surprised.

09.He later found that his V sign means something different to 
Australians.

10.The correct way is to face the palm towards the crowd.

11.However, he gave the sign with the back of his hand towards the 
crowd.

12.The V sign means something different if you have the back of your 
hand facing the person, not only in Australia but also in England, 
Ireland, and New Zealand.

13.Below is a list of different gestures people use all over the world.

14.Learn them, and feel freer when you use them with foreigners.

15.The OK ges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means everything 
is OK, well, or good.

16.In Latin America and France, it means “nothing” or “of no value.”

17.Telling someone to come to you by curling your index finger is 
allowed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18.This gesture is rude in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19.In Singapore, this gesture means death.

20.Thumbs up is a positive gesture in the United States.

21.In Nigeria, the thumbs up gesture is not positive at all.

22.Similarly, in Australia, it does not have a positive meaning.

23.Spinning your finger around your ear is known as the “you’re crazy” 
sig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some other countries.

24.But in Argentina, it means “you have a phone call!”

25.Nodding your head is a positive or “yes” gesture in many countries.

26.In Bulgaria, Greece and parts of the Middle East, it means “no.”

27.To say sorry in India, people touch someone’s shoulder and then 
touch their own forehead.

28.But touching someone’s shoulder is rude in some Asian countries.

2
lesson 

Willie the Parrot 
Saved a Life

| 본문 p. 57

1.~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2.~처럼, ~같이, ~같은, 좋아하다  3.날
개  4.놀라운, 놀랄  5.도움이 되는 ,유용한  6.독립한, 독립적인, 자주성 있는  

7.동의하다  8.딸  9.목구멍  10.밝은, 빛나는, 똑똑한  11.불행하게도  12.삼
키다  13.생명, 목숨, 인생, 삶, 생활, 생물  14.선택  15.아파트  16.앵무새  

17.어린이 집  18.유지하다, 머무르다  19.재미있는, 흥미로운  20.식당

Words Test A

| 본문 p. 57

1.loud  2.unlike  3.favorite  4.save  5.add  6.warm  7.repeat  8.turn  

9.call  10.uncomfortable  11.cage  12.choose  13.prefer  14.shout  

15.uncovered  16.luckily  17.quiet  18.attention  19.slap  20.wave

Words Test B

| 본문 p. 57

1.~로 떠나다  2.~를 돌보다, 보살피다  3.~에 주목하다, ~에 주의를 기울이

다  4.~을 잘하다  5.~의 구석에, ~의 모퉁이에  6.~하자마자  7.한 조각, 한 
조각의 ~  8.계속해서 ~하다  9.나오다  10.데우다, 준비 운동을 하다  11.몇 
초 뒤에  12.부르짖다, 소리치다  13.소리를 내다, 떠들다  14.혼자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 

Phrases Test C

| 본문 p. 59

	 	 1.11개월 된 앵무새  2.Hannah의 등을 철썩 때리다  3.Hannah
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것을 보다  4.거실로 달려가다  5.많은 다른 앵무

새들처럼  6.대부분의 앵무새들과 달리  7.빵을 삼키다  8.새로운 말을 
하다  9.생명을 구하다  10.아는 것처럼 보이다  11.정말로 흥미로운 이
야기  12.조용히 있다 

A

| 본문 p. 59

	 1.two-year-old daughter  2.seem to be all right  3.come out from 
her throat  4.wave his wings  5.want his cage uncovered  6.want 
out  7.talk a lot  8.too hot to eat  9.repeat people’s words  10.come 
home from the day care  11.stop crying out  12.make a loud noise

B

| 본문 p. 59

	 1.warm up  2.a slice of  3.kept crying  4.on his own  5.As Soon 
as  6.is, good at  7.paid attention to  8.took car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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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61

Vocab	Test	A 1.④  2.⑦  3.⑥  4.③  5.①  6.⑧  7.⑤  8.②
Vocab	Test	B   1.shout  2.bright  3.agree  4.uncomfortable  

5.luckily
Vocab	Test	C   1.month  2.turn  3.uncovered  4.of, year  5.for, 

up
Vocab	Test	D 1.slap  2.wave  3.repeat  4.swallow  5.add

1.⑤  2.④  3.Do you agree that cats make better pets?  4.②
| 본문 p. 62~63

| 본문 p. 66~67

p.36  Listen and Speak 1
  where to, Which better, why don’t
p.38  Conversation
  Why not, than, may, prefer, to, more, though, mind, care
p.36  Listen and Speak 1
  Why don’t we, Which, like better, prefer
p.37  Listen and Speak 2
    do you agree, agree, What, Do you agree, agree, don’t have 

to, on
p.39  Conversation Activity Red
  at nice, Which, like better, or, prefer
p.40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which, prefer, How about, prefer
p.40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it, to listen, while, What makes, think, study, about
p.41  Conversation Activity Blue
  What’s up, What, any more, What do, Do, agree, any

| 본문 p. 68~69

Check_Up	A   1.seems, is  2.seemed, missed  3.to study

Check_Up	B 1.to be, It, that, is  2.It, that, likes, seemed to like

Check_Up	C 1.too crowded  2.so crowded  3.can't

Check_Up	D   1.too expensive to buy  2.too tired to get up  3.so 
difficult that, couldn't  4.so small, can

	 1.seemed to be  2.seemed to know  3.seems to be  4.It seems 
that  5.seems to be  6.seems to miss  7.seems to be  8.seems to 
study  9.seems to be  10.seems to like  11.seems to be  12.seems 
to be  13.too, to  14.so, that, couldn’t  15.too, to  16.so, that, can’

t  17.too, to  18.so, that, can’t  19.too, to  20.too, to  21.too, to  

22.too, to  23.too, to  24.too, to

| 본문 p. 70

A

| 본문 p. 71

	 1.It seems that the boy studies hard.  2.It seemed that she 
knew the answer.

A

| 본문 p. 71

	 1.It seems that, is  2.It seemed that, solved  3.seems to be  

4.seems to miss

B

| 본문 p. 71

	 1.too heavy to move  2.so heavy that we can’t move itC

| 본문 p. 71

	 1.too, to  2.so, that, can’t  3.too hot to eatD

| 본문 p. 71

	 1.too, to  2.so, that, couldn’t  3.Because, couldn’tE

| 본문 p. 72~73

01.②  02.③  03.④  04.②  05.③  06.①  07.ⓐ that ⓑ to be  

08.seems to be  09.③  10.⑤  11.④  12.②  13.⑤  14.too busy to 
play  15.Mom was too busy to fix my lunch.

01.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2.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03. It seems that 주어 + 동사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4.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5. She seems to miss her grandmother in Jeju-do.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6. 「seem to + 동사원형」은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아야 한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므로 that절

도 현재시제로 나타낸다.

07. It seems that 주어 +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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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8. 「It seems that ~」 구문에서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을 때, that절의 주어

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하여 「seem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09.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too + 형용사/부사 + to부정사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0. The movie is too boring to watch.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1.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아야 하므로, ④의 can’t는 couldn’t로 바꿔야 한다.

12.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② so tired → too tired

13.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는 「so + 형용

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4.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5.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 본문 p. 76~77

1.month, Like, is, good at  2. out, unlike, interesting  3. One day, 
took care of, year, quiet, in a corner of  4. for, up a slice of, too, 
to  5. to be, Seconds, to make  6. into, turn, kept crying  7. luckily, 
out from, As Soon as, to help, crying out, to know, was  8. so, 
paid attention to, a lot, surprising, on his own  9. As soon as, up, 
uncovered, from

| 본문 p. 80~87

01.③  02.④  03.④  04.③  05.②  06.②  07.⑤  08.④  09.③  10.②  

11.④  12.④  13.running shoes  14.③  15.②, ⑤  16.④  17.③  18.④  

19.③  20.④  21.③  22.②  23.③  24.①  25.④  26.②  27.①  28.②  

29.⑤  30.too busy to play tennis  31.④  32.⑤  33.③  34.①  35.②  

36.③  37.④  38.③  39.⑤  40.⑤  41.③  42.②  43.③  44.②  45.③  

46.②  47.⑤  48.It seems that it is very smart.  49.The dog’s owner 
will call the writer at 000-1234-5678.  50.③  51.②

01. ③은 동사,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02. ④는 명사,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03. ④는 반의어 관계,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04. ③은 ‘형용사：명사’의 관계,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다.

05. •a slice of：~ 한 조각  

•take care of：~를 돌보다, 보살피다

06. throat(목구멍)：이것은 위와 폐로 연결되는 목 안에 있는 관이다.

07. warm up은 ‘데우다’, ‘준비 운동을 하다’의 뜻을 갖는데 ⑤에서는 ‘데우다’의 

의미로 쓰였다.

08. ⓐ wave(흔들다)：무언가를 공기 중에서 앞뒤로 움직이다  

ⓑ slap(철썩 때리다)：손바닥으로 어떤 사람 또는 무언가를 치다  

ⓒ swallow(삼키다)：입과 목구멍을 통해 위 속으로 무언가를 이동시키다

09. 빈칸 뒤에 교복을 입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③의 ‘I don’t mind.’는 ‘난 신경 쓰지 않아. 난 

개의치 않아.’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어울리지 않는다.

10. ⓒ 저 재킷들 좀 봐. - ⓓ 와, 정말 멋져 보여. - ⓑ 너는 파란색과 갈색 중 어느 

것이 더 좋니? - ⓐ 나는 갈색이 더 좋아.

11. ⓓ Fred, 너는 어떤 배낭이 더 좋니? - ⓐ 나는 빨간 것이 좋아. 디자인이 맘에 

들어. 너는 어때, 유나야? - ⓔ 나는 파란 것이 좋아. - ⓒ 그거 너무 크지 않니? 

- ⓑ 난 큰 가방이 좋아.

12. ④ 점원 - 고객 

 •professor : 교수   •patient : 환자   •client : 의뢰인, 고객

13. 부정대명사 one은 앞서 나온 명사와 종류는 같지만 대상이 다른 경우 명사

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다. ones는 복수명사를 대신하며 이 문장에서는 

running shoes를 대신해 쓰였다.

14. 갈색 운동화와 파란색 운동화가 둘 다 잘 팔린다고 했고, 어느 것이 가장 잘 팔

리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bestseller：가장 잘 팔리는 상품

15. ‘Why not?’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그 이유를 물을 때 쓴

다. 따라서 빈칸에는 부정의 표현,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

다.

16. ‘Why is that?’은 ‘이유가 뭐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다.

17. Kevin이 개들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자 나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개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다.

18. ⓐ는 ‘유감스럽게도 안 되겠어.’라는 뜻이다. 5월 전에 한국을 떠난다는 말이 

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야생차 축제는 David가 한국을 떠난 뒤에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prefer는 ‘~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으로 선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20. ④의 A가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니?’라는 물

음에 B는 ‘응, 동의해. 애완동물은 우리의 좋은 친구야.’라고 대답하고 있어 내

용상 자연스럽지 않다.

21.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2.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3. ‘It seems that ~’ 구문에서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을 때, that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하여 「seem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24. Hannah seemed to be all right.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25.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6.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that → to

27.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so → too

28. 첫 번째 문장은 문장의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두 번째 문장

은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으로 쓰인 

문장이다.

29. The computer is too expensive to buy.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0. I am too busy to play tennis with my friends. (나는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테니스를 칠 수가 없다.)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31.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는 「so + 형용

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32. ⑤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can’t를 couldn’t로 바꿔야 한다.

33.  Meagan이 Hannah에게 줄 빵을 데움 -  Hannah가 빵을 삼킬 수 없어

서 숨을 못 쉴 때, 앵무새 Willie가 울기 시작함 -  Hannah의 등을 때려 빵을 

목구멍에서 빼냈더니, Willie가 우는 것을 멈춤

34. as soon as：~하자마자

35. luckily：다행히도 

 ① 사실상   ③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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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라건대  ⑤ 불행하게도

36. bread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때는 단위 명사를 사용한다.   

a slice of : ~ 한 조각

37. 「seem to + 동사원형」은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쓸 수 있고,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아야 한

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that절도 과거시제로 나타낸다.

38. urgent：긴급한, 급박한 

 ① 즐거운  ② 무서운 

 ④ 혼란스러운  ⑤ 우스운

39. Willie가 말을 해서 위험상황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위험을 알

리도록 훈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40. stay + 형용사：~한 상태로 있다, ~하게 유지하다 

 ⑤ quietly → quiet

41. save는 ‘구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저축하다, 모으다’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

이다. 윗글과 ③에서는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①⑤는 ‘절약하다, 아끼다’로 

②④는 ‘저축하다, 모으다’의 의미로 쓰였다.

42. Willie의 새장은 거실 모퉁이에 있다. 

 in a corner of：~의 구석에, ~의 모퉁이에

43. ‘큰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벽이 무너졌다’는 순서로 연결되는 것이 글

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44. 농부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 잠을 자려고 하던 참이었

다. 

 be about to + 동사원형 : 막 ~하려고 하다

45. 윗글은 도입부에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① 소설    ② 보고서    ④ 편지    ⑤ 기사

46. however는 ‘그러나, 하지만’의 의미를 갖는 접속부사이다. ‘물이 차서 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멋진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로 연결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① 그래서, 그러므로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④⑤ 게다가

47.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수영을 할 수 없었다.

48.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49. 개의 주인이 이 포스터를 본다면 그[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글쓴이는 이 개가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000-1234-5678로 자신에게 전

화하라고 말했으므로 개의 주인은 글쓴이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50. ⓑ that → to   ⓒ so → too   ⓔ it 삭제

51. ②의 save는 ‘구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저축하다, 모으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영영풀이는 ‘구하다’라는 뜻이고, 예문은 ‘절약하다, 아끼다’라는 

뜻이다.

| 본문 p. 88~92

01.⑤  02.④  03.③  04.④  05.③  06.②  07.②  08.④  09.⑤  10.④  

11.②  12.②  13.④  14.②  15.①  16.④  17.③  18.⑤  19.⑤  20.③  

21.③  22.②  23.It, that, was  24.②  25.Samantha의 두 살배기 딸 
Hannah를 돌보기 위해서  26.④  27.It seemed that he knew that 
everything was fine.  28.④  29.②  30.③

01. 유의어 관계의 단어들이다. 

 •yell, shout：소리치다  •quiet, silent：조용한

02. •make a noise：소리를 내다, 떠들다

 •pay attention to：~에 주목하다, ~에 주의를 기울이다

 •take care of：~를 돌보다, 보살피다

03. slap：철썩 때리다

 touch는 ‘만지다’라는 뜻이므로 touch 대신에 ‘때리다, 치다’의 의미를 갖는 

hit를 써서 나타내야 한다.

04. stay는 ‘머무르다, 유지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05. 여자는 Saturday Show가 최고의 TV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동의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는 ③의 문장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06. prefer A to B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다. 대화의 흐름상 Kevin

은 고양이를 더 좋아하므로 ‘I prefer cats to dogs.’로 나타내야 한다.

07. 빈칸 다음에 Jenny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생

각, 의견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08. Eric은 그 소식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Jenny가 이야기 해준 것이 아니다.

09. 나비 축제가 더 좋다고 했으므로 David가 나비 축제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나라와 함께 가는지는 알 수 없다.

10. 여자：어떤 사람들은 TV가 가족 간의 대화를 없앤다고 말해. 너는 동의하니? 

-  아니, 동의하지 않아. -  왜 그렇게 생각하니? -  음, 우리 가족은 TV를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 -  흠... TV 때문에 대화가 줄어든 몇몇 가정들이 

있어. -  나는 그것이 TV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11. A：나는 이게 더 좋아. 너는 어때?  

B：선택을 잘 하셨네요. 그것은 15% 할인됩니다.

12. 「It seems that ~」 구문에서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을 때, that절의 주어

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하여 「seem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13.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

어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4.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She seems to be busy.

15. 「It seems that ~」 구문에서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을 때, 「seem to + 동

사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16.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7.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8. too → so

19. Willie가 다른 앵무새들과 다른 점은 그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다.

20. take care of = look after (~를 돌보다, 보살피다) 

 ① look out：조심하다, 경계하다  ② look for：~을 찾다 

 ④ look into：~을 조사하다   ⑤ look over：~을 살펴보다

21. stay는 ‘유지하다, 머무르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다. 윗글과 ③에서는 

‘유지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①,②,④,⑤에서는 ‘머무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22.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23. 윗글의 밑줄 친 ⓒ에는 to be의 단순 부정사가 쓰였으므로 「It seems that ~」 

구문으로 바꿔 쓸 때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아야 한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

이므로 that절도 과거시제로 나타낸다.

24.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Samantha이다.

25. 첫 문장에 Meagan은 그녀의 언니 Samantha를 방문하였고, Samantha의 2
살배기 딸 Hannah를 돌보았다고 나와 있다.

26.  see와 같은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갖는다.  

 keep ~ing : 계속해서 ~하다 

  stop + 동명사 : ~하는 것을 멈추다

27.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8. Hannah가 위험한 상황이 되자 Willie는 큰 소리로 “엄마, 아기!”를 계속 외쳤

고, 이 소리는 Meagan의 주의를 끌어 결과적으로 Hannah를 살릴 수 있었다.

29. Hannah가 아침에 Willie의 새장을 열기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Before she goes to bed)’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As soon as she gets 

up)’으로 고쳐야 흐름상 알맞다.

30. 돌 벽이 무너진 이유는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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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93~97

01.①  02.④  03.②  04.②  05.④  06.③  07.②  08.학교에서 더 이상 종
이 교과서를 쓸 수 없다는 것  09.④  10.②  11.③  12.①  13.②, ⑤  14.②  

15.③  16.③  17.①, ④  18.④  19.②  20.too hot to eat  21.④  22.②  

23.⑤  24.③  25.②  26.swallow  27.③, ⑤  28.④  29.③  30.④

01. prefer(선호하다), save(구하다), repear(반복하다), stay(머무르다)가 차례

로 들어간다. 

 add : 더하다

02. ① 곧   ② 오래지 않아, 얼마 후 

 ③ 얼마 후에  ⑤ ~하자마자

03. ‘on one’s own’은 ‘혼자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뜻이다. 

 with some help (도움으로, 도와주어)와 dependently(의존적으로)는 이에 

대한 풀이로 적절하지 않다.

04. save는 ‘구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저축하다, 모으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

어이다. ②에서는 두 문장 모두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처럼 - 좋아하다  ③ 생활 - 생명, 목숨 

 ④ 유지하다 - 머무르다  ⑤ ~라고 부르다 - 전화하다

05. prefer A to B：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대신에 우리 공원에 갈 수 있을까?’라는 말이 빈칸 앞에 나오므로 해변보다 공

원이 더 좋다고 말한 ④의 문장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06. 여자：세호야,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말해. ⓒ 동의하니? - 남자：응, 그래. - 여자：ⓓ 왜 그렇다고 생각해? - 남

자：그것은 내가 공부를 더 잘 하도록 도와줘. ⓐ 너는 어때, Jenny? - 여자：

ⓑ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내가 음악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없어.

07. 위 대화에서 ‘What’s up?’은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쓰였다.(= How’s it 

going?)

08. ‘We cannot use paper textbooks at school any more.’가 바로 news의 내

용이다.

09. 빈칸에는 동의의 표현 또는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⑤는 ‘아니, 난 상관없어.’라는 뜻으로 ‘Do you agree~?’에 대한 답변으로 적

절하지 않다.

10. 빈칸 앞에 but라는 접속사가 나오므로 Kevin의 의견이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evin은 고양이가 깨끗하고 독립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

서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고 한 ②가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prefer A to B :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11. Kevin과 나라는 개와 고양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애완동물인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2. 「It seems that ~」 구문에서 주절과 that절의 시제가 같을 때, that절의 주어

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하여 「seem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13. It seems that 주어 + 동사 /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

다

14. 「seem to + 동사원형」의 단순 부정사는 문장 전체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를 나

타낸다. 즉,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때, 주절과 that

절의 시제가 같아야 한다. 

 seems → seemed

15.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은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6.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의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또

는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17. 주어진 문장은 ‘그는 아주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다.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

18. ①,②,③,⑤는 ‘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의미이고, ④는 

‘친구들과 테니스를 칠 만큼 바쁘다.’는 뜻이다. 「형용사 + enough to + 동사

원형」은 ‘…할 만큼 (충분히) ~하다’라는 뜻이다.

19. •take care of：~를 돌보다, 보살피다  

 •leave for：~로 떠나다  

•warm up : 데우다

20.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21. 빵이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 없었다는 말이 뒤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빵을 식히

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ol down：~을 식히다

22. Hannah가 TV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23. ‘그가 새로운 말을 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말은 ‘Willie에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

기가 있다’고 한 다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사람들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앵무새들과 공통점이므로 전치사 

like(~와 같이)가 들어가야 하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은 Willie에

게만 있는 일이므로 unlike(~와 달리)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25. unluckily는 ‘불행히도, 운이 나빠서’란 뜻이다. 등을 철썩 때려서 목에 걸린 빵

을 나오게 하였으므로 ‘다행히도, 운 좋게’라는 뜻의 luckily가 쓰여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26. swallow (삼키다)：입과 목구멍을 통해 위 속으로 무언가를 이동시키다

27. seem to + 동사원형 =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 ~인 것 같다

28. Meagan이 거실로 달려가서 Hannah를 돕기 시작하자마자 Willie는 우는 것

을 멈추었다.

29. peaceful：평화로운  

① 흥미진진한  ② 우울한 

 ④ 위험한   ⑤ 불가사의한

30. 글쓴이가 왜 피곤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본문 p. 98~101

01.on your own  02.save  03.repeat  04.⑴ slapped ⑵ waving ⑶ 
shouted ⑷ add ⑸ stay  05.I prefer the zoo.  06.No, I don’t. / No, I 
don’t agree. / No, I disagree. / No, I don’t think so. 중에서 두 가지 선
택  07.He seems to be  08.seems to be happy  09.It seems that she 
misses her grandmother in Jeju-do.  10.⑴ She is too sick to go on 
a trip. ⑵ He was too tire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11.I am so 
busy that I can’t play tennis with my friends.  12.The tea is too hot 
to drink.  13.⑴ seems to be interesting  ⑵ seems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14.The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  15.the writer was 
too tired to get up early  16.the water seems to be too cold to swim 
in

01. on one’s own：혼자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  

주어가 You이므로 소유격 your로 나타내야 한다.

02. save는 ‘구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저축하다, 모으다’ 등의 의미를 갖는 다의

어이다.

03. repeat(따라하다)：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것을 말하다 제가 

말한 뒤에 다음 단어들을 따라 하세요.

04. ⑴ 그는 내 등을 찰싹 때리며 “잘했어!”라고 말했다. 

 ⑵ 그 여배우는 자신의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⑶ 나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⑷ 나는 정원에 새로운 꽃들을 추가하려고 한다. 

 ⑸ 우리는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한다.

05. prefer는 ‘~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뜻으로 선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06. 남자：너는 “Saturday Show”가 최고의 TV 프로그램이라는데 동의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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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니 동의하지 않아. 난 “Sunday Morning Shoe”가 더 좋아. - 남자：

그 쇼도 좋지.

07. 「seem to + 동사원형」과 「It seems that ~」 구문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

나, 한 칸에 한 단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seem to + 동사원형」으

로 나타내야 한다.

08.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09.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0.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1.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2.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3. 「seem to + 동사원형」은 ‘~인 것 같다’의 뜻으로, 문장의 주어를 that절의 주어

로 하여 「It seems that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4.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15. ‘너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고 나와 있다.

16. seem to + 동사원형：~인 것 같다, ~처럼 보이다

| 본문 p. 102

01.I like English better. (또는) I prefer English.  02.Pets are too noisy 
to keep in apartments.  03.[예시 답안] seems to help me study better 
(또는) seems to be helpful while studying  04.① I was too sick to go 
to school. ② I was so sick that I couldn’t go to school.  

01. 빈칸 다음에 남자가 ‘그럼 영어로 시작하는 게 어때?’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는 영어가 더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2.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너무 ~해서 …할 수 없다  

애완동물은 너무 시끄러워서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다.

03. 세호는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seem to + 동사원형 : ~인 것 같아, ~처럼 보이다

04. too + 형용사/부사 + to + 동사원형(=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can’t + 동사원형)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표에 나타난 우리말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시제로 나타내야 한다.

| 본문 p. 103~104

01.Willie is an 11-month-old parrot.

02.Like many other parrots, he is very good at repeating people’s words.

03.He can say, “Come here” and “I want out.”

04.But unlike most parrots, Willie has a really interesting story.

05.He said a new word and saved a life.

06.One day, Meagan visited her sister, Samantha, and took care of 
Samantha’s two-year-old daughter, Hannah.

07.The apartment was warm and bright.

08.Willie stayed quiet in his cage in a corner of the living room.

09.After Samantha left for work, Meagan warmed up a slice of bread for 
Hannah and put it on the dining room table.

10.Because the bread was too hot to eat, the baby went to the living 
room and watched television.

11.Meagan went to the bathroom because Hannah seemed to be all 

right.

12.Seconds later, Willie began to make a loud noise in his cage.

13.He was waving his wings and cried, “Mama, baby! Mama, baby!”

14.Meagan ran into the living room.

15.She saw Hannah’s face turn blue.

16.The baby couldn’t swallow the bread!

17.Willie kept crying, “Mama, baby!”

18.Meagan Slapped Hannah’s back and luckily the food came out from 
her throat.

19.“As soon as I began to help Hannah, Willie stopped crying out.

20.He seemed to know that everything was fine,” Meagan said.

21.“Willie called me Mama, so I paid attention to him.

22.He’s loud and talks a lot.

23.But it’s really surprising that he added the word baby on his own.”

24.Now Willie is Hannah’s favorite friend.

25.“As soon as she gets up in the morning, Hannah wants his cage 
uncovered,” says Samantha.

26.“And when she comes home from the day care in the afternoon, she 
runs to him.

27.Willie is everything to us.”

3
lesson 

An Amazing Love 
Letter

| 본문 p. 107

1.(불에) 태우다  2.~ 동안  3.~와 결혼하다  4.관심, 배려  5.따분한, 재미

없는  6.뛰다, 건너뛰다  7.많은, 위대한  8.모이다, 모으다  9.미워하다, 증
오하다  10.싫어하다, 반감, 혐오  11.아직도, 고요한  12.애정 어린, 다정한  

13.어여쁜   14.어쩌면, 아마  15.언짢아하다  16.이름을 지어주다, 명명하다  

17.전체의  18.조심스럽게, 신중히  19.훨씬, ~조차  20.희망하다, 희망, 기
대

Words Te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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