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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Rhee Syngman,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invited Dr. Hulbert to 
Korea to celebrate the independence of Korea.

26.In 1949, he returned to Korea after 40 years.

27.Unfortunately, he passed away a week after his arrival, at the age of 
86.

28.He used to say,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29.He is now buried in Yanghwajin in Seoul.

30.In 1950, the Korean government gave him “Honor of Taegeuk.”

7
lesson 

Welcome to Belfast

| 본문 p. 107

1.성  2.소개하다  3.놓치다, 그리워하다  4.기둥  5.(건물의) 층  6.닫힌, 폐쇄

된  7.위험한  8.정치적인, 정치의  9.반드시 봐야 하는 것  10.신화  11.평화  

12.잔해물, 유물  13.도로, 길  14.고무  15.일련, 연속  16.조선소  17.해안  

18.똑바로, 일직선으로  19.몇몇의  20.화산의 

Words Test A

| 본문 p. 107

1.포함하다, 담다  2.떨어뜨리다  3.맞추다, 견주다   4.체육관  5.협정, 조약, 
동의  6.분리  7.탈의실  8.나누다, 분리하다  9.고대의  10.지역의, 지방의  

11.기념의, 추도의  12.북쪽의  13.가능한  14.신교도  15.관계, 관련  16.계
단  17.독특한  18.대신에  19.나중에  20.즉시, 곧바로 

Words Test B

| 본문 p. 107

1.~옆에  2.~에서 먼  3.~을 내려다보다  4.무료로  5.~중에 하나  6.~하

고 싶다  7.등등  8.일련의, 연속의  9.적다  10.결혼하다  11.그건 그렇고  

12.일 년 내내  13.~ 때문에  14.~하는 게 어때?  15.시험 삼아 ~해보다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그 은행에 어떻게 가는지  2.그것을 꼭 찾을 수 있다  3.인기 있는 방문 
장소들이 되다  4.5분 동안 걷다  5.최근에  6.그것의 육각형 돌 위로  7.아일

랜드 영어로  8.독특한 경험을 하다  9.그곳에 한 번 간적이 있다  10.그 표지

판 위에  11.지역 주민들 사이에  12.가장 가까운 은행이 어디인지 

A

| 본문 p. 109

  1.less than 20 years ago  2.a sixteen-year-old student  3.be 
on the ground floor  4.have a meal in a castle  5.a hole in the wall  

6.groups of tourists  7.walk straight along this road  8.across from 
the museum  9.be produced by volcanic activity  10.get off at 
County Down  11.bring peace to Belfast  12.the remains of that 
bridge 

B

| 본문 p. 109

  1.for free  2.looks out over  3.getting married  4.and so on  5.all 
year round  6.Write down  7.By the way  8.a series of 

C

| 본문 p. 111

Vocab Test A 1.⑤  2.⑦  3.②  4.④  5.⑥  6.①  7.③ 

Vocab Test B 1.unique  2.separate  3.ancient

Vocab Test C 1.rubber  2.lift  3.trousers

Vocab Test D  1.memorial  2.unique  3.instead  4.ancient  

5.myth 

1.①  2.ⓑ－ⓒ－ⓐ  3.①  4.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amusement 
park?

| 본문 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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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16~117

p.162  Listen and Speak 1
   donkey’s years, mean by that, long time, looking for, rubber, 

means, eraser, 
p.164  Conversation
   you say, means, in, nothing much, By the way, to visit, Are, 

once, how to get, best way, get off
p.162  Listen and Speak 1
   the sign, should not, has, means, whether, or not, got it, 

means, walkers
p.163  Listen and Speak 2
   how to get to, turn, next to, where, is, straight down, across 

from, tell me, get to, between, and
p.163  Listen and Speak 2
  how to get to, way, take the subway, get off
p.166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looking for, with me, Take, get off, right, can’t miss it
p.167  Conversation Acticity Blue
   where, nearest, no, hole, wall instead, means, in, show, along, 

end, make, between
p.184  Check Up
   tell, corner, make, right turn, walk for, Make, Exactly, find, on 

| 본문 p. 118~119

Check_Up A  1.because  2.because of  3.because  4.because of  

5.Because of  6.because

Check_Up B  1.Entering the room, I saw him.  2.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old friend.  3.Going to the 
bookstore, you will see her there. 

| 본문 p. 120

  1.because of  2.because  3.because of  4.because of  

5.because  6.because of  7.because  8.because of  9.because  

10.because of  11.because of  12.because  13.Sitting  14.Walking  

15.Walking  16.Being  17.Having  18.Taking  19.Walking  20.Being  

21.looking  22.flying 

A

| 본문 p. 121

  1.because  2.because of  3.because of  4.becauseA

| 본문 p. 121

  1.Being sick with a high fever, Mary stayed home all day.  

2.Everybody likes her because she is kind.  3.Walking along the 
street, I got a phone call from Jack.  4.I can sing, flying high in the 
air. 

B

| 본문 p. 121

  1.Be → Being  2.To have → Having  3.because → because of   

4.because of → because  5.Sits → Sitting  6.Walked → Walking  

7.owing to → because 

C

| 본문 p. 122~123

01.④  02.①  03.②  04.We need to go to the market because we 
are out of bread.  05.⑤  06.④  07.Because Jason exercises, he 
is healthy. 또는 Jason is healthy because he exercises.  08.⑤  

09.②  10.Not knowing where to go,  11.①  12.②  13.I was  14.he 
finished  15.⑤ 

01.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because인데 빈칸 뒤에 명사가 왔으므로 because 

of를 써 준다.

02. 나머지는 because가 ①에는 because of가 적합하다.

03.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 올 경우 because of가 아닌 because를 사용한다.

04. •because + 주어 + 동사

 •be out of : ~가 다 떨어지다

05. because 뒤에는 「주어 + 동사」의 절이 온다.

06. Since :~때문에 (= Because), 「주어 +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이다.

07. Because + 주어 + 동사 : ~하기 때문에

08. 문맥으로 보아 ‘그가 가난하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자연스럽다.

09.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절이 일치하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준

다.

10.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절이 일치하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준

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 준다.

11. 현재진행형 분사구문이므로 절로 풀어 쓸 때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며, 

따로 표시한 주어가 없으므로 주어 또한 주절과 같다. 접속사는 문장의 해석상 

양보의 의미이므로 though가 적절하다.

12.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절이 일치하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준

다. Read → Reading

13. 주절의 주어가 I이므로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주어가 I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was를 쓴다.

14. 주절의 주어가 he이므로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주어는 he이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finished를 쓴다.

15.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절이 일치하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준

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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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26~127

1.living  2.to visit, because of, has brought  3.cities, introduce  

4.looks out over  5.for free, are  6.miss, to have, If, see  7.looking 
around  8.on, stands, and so on  9.open on Saturdays, kinds of, 
like  10.try, Irish  11.must-see, a series of, built, including  12.to 
visit, take, around  13.Taking, write down  14.was born, was built  

15.six-story, next to  16.Inside  17.choose, make, containing, 
columns  18.were produced, from, myth, who, to  19.are, remains, 
walking, six-sided, but  

| 본문 p. 130~137

01.②  02.④  03.⑤  04.①  05.③  06.③  07.⑤  08.all year round  

09.⑤  10.③  11.①  12.④  13.③  14.②  15.①  16.이 길을 따라서 끝까

지 걸어간 다음 왼쪽으로 도세요.  17.②  18.①  19.planning to visit the 
Mourne Mountains this weekend.  20.④  21.ⓐ because ⓑ because 
of  22.②  23.③  24.②  25.①  26.②  27.②  28.④  29.⑤  30.④  31.①  

32.peace  33.③  34.①  35.⑤  36.④  37.⑤  38.③  39.③  40.②  

41.If you take this taxi tour  42.④  43.⑤  44.③  45.③  46.④  47.Try 
walking on the six-sided stones.  48.③  49.④  50.Because[As/
Since] I feel so tired, I have to go to bed early tonight.  51.Not 
knowing what to say 

01.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다.

02.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초인에 대한 옛날 이야기’는 ‘신화’이다.

03. 두 단어의 관계는 미국식과 영국식 표현이다. flat은 영국에서 아파트로 쓰인

다.

04. ‘having to do with the present or current times’은 modern(현대의)을 의

미한다.

05. miss : 그리워하다, 놓치다

06. •by + 시간 : ~까지 •by the way : 그건 그렇고

07. by the way : 그건 그렇고

08. all year round : 일 년 내내

09. A : 지하철을 타고 이천역에서 내려. 맞지?  

B : 응. 너는 그것을 놓칠 거야.    

You can’t miss it. : 너는 틀림없이 찾을 거야.

10. 와 나머지에 쓰인 mean은 ‘의미하다’의 뜻이고 ③은 ‘심술궂은, 인색한’의 

의미로 쓰였다.

11. 와 나머지는 현재완료의 계속이고 ①은 경험이다.

12. ⓓ 덕수궁에 가는 방법을 아니? 

 ⓑ 응.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철을 타고 시청 역에서 내리는 거야. 

 ⓐ 지하철을 타고 시청 역에서 내리라고? 

 ⓒ 바로 그거야.

13.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물음으로써 확인을 하는 것이다.

14.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15. ⓐ는 ‘은행’을 뜻하고 나머지는 ‘ATM’을 뜻한다.

16. along : ~을 따라서 to the end : 끝까지

17. Sally가 ‘nothing much’라고 대답한 것을 보아 그 앞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

는 것이 적절하다.

18. 언어 앞에 전치사 in, by the way : 그건 그렇고

19. 앞에 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20. 서로의 주말 계획을 물었지만 같이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21. ~ 때문에 :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 (동)명사

22. ~때문에 :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 (동)명사

23. ~ 때문에 :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 (동)명사

24. 나머지는 이유를 말하는 because가 빈칸에 적합하고 ②는 상반된 내용을 이야

기하므로 though가 적합하다.

25.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접속사와 함께 they를 생략하고 동사 

practiced를 현재분사로 고쳐 분사 구문을 만든다.

26. 나머지는 분사구문의 현재분사이고 ②는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이다.

27. 문맥상 ‘~ 때문에’가 접속사로 쓰인 것이 맞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과거 

시제로 맞춰준다.

28. 분사구문은 접속사, 주절과 같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형태로 바

꿔준다. wanted → wanting

29. 나머지는 접속사 though가 생략되었고 ⑤는 접속사 when이 생략되었다.

30. because of 뒤에는 (동)명사가 오므로 주어진 문장과 바꿔 쓸 수 없다. 

because, as, now that,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Working late, 

he was very tired.(늦게 까지 일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피곤했다.)’를 부사절

로 바꿔 쓸 때 함께 쓸 수 있다.

31. ‘sixteen-year-old’가 student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years에서 s를 

빼고 쓴다.

32. ‘전쟁이 없는 상태나 기간’은 ‘평화(peace)’를 의미한다.

33. 벨파스트는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일뿐, 가장 안전한 도시인지는 

알 수 없다.  

one of 최상급 + 복수명사 : 가장 ~한 것 중에 하나

34. ⓐ와 나머지는 ‘놓치다’의 의미로 쓰였고 ①은 ‘그리워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35. 식당이 있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

36. •look around : 둘러보다 

 •at this time : 이때에

37. 나머지는 St. George’s Market을 ⑤는 Irish soda bread를 지칭한다.

38. 토요일에 연다고는 했지만 매일 여는지는 알 수 없다.

39. 인기명소가 되었다는 말 뒤에 택시 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

럽다.

40. ⓐ와 ②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 

 ① 부사적 용법(감정의 원인) 

 ③ 부사적 용법(판단의 근거) 

 ④⑤ 명사적용법 

41. 문맥상 접속사 if가 어울리고 주절의 주어가 you이므로 생략된 주어 you를 다

시 써준다. 시제도 주절과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맞춰준다.

42. political : 정치적인

43. 등위접속사 and의 병렬구조이므로 experience가 적합하다.

44. 와 나머지는 ‘서있다’의 의미이고 ③은 ‘견디다’의 의미로 쓰였다.

45. ‘Actual ship building in the yard has stopped.’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46. ⓐ에는 an area of shoreline을 꾸며주는 현재분사가 ⓑ에는 앞의 were와 함

께 수동태를 만드는 과거분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47. •try ~ing : 한번 ~해보다  •six-sided : 육각형의

48. 60 million : 6천만

49. 나머지는 각 단어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단어이고 ④는 September의 줄임말

이다.

50. 분사구문은 절로 바꿀 때 문맥에 맞는 접속사를 넣어주고 주절과 같은 주어를 

써 준다. 동사는 주절의 시제에 맞춰준다.

51.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절과 같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형태로 바

꾼다. 부정은 분사 앞에 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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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38~142

01.④  02.④  03.④  04.④  05.②  06.ⓓ－ⓑ－ⓐ－ⓒ  07.④  08.③  

09.④  10.④  11.②  12.④  13.②  14.④  15.because of  16.②  

17.④  18.⑤  19.⑤  20.while we were looking at the beautiful East 
Sea  21.③  22.lucky  23.③  24.②  25.⑤  26.②  27.⑤  28.①  29.④  

30.ASAP means ‘as soon as possible’. 

01. ④에서 설명하고 있는 뜻. ‘나무, 돌 또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방이나 건물의 

옆 면’에 해당하는 단어는 ‘벽’이다.

02. for free : 무료로 write down : 적다

03. <보기>와 ④는 ‘적절한’의 의미로 쓰였다. 

 ① 권리  ② 오른쪽  ③ 바로  ⑤ 옳은

04. 나머지는 마켓에 가는 방법을 묻고 있지만 ④는 어느 마켓을 가는지를 묻고 있

다.

05. 길 안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대답으로 알맞다. ‘That’s OK.’는 상대의 사과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다.

06. ⓓ 나에게 전화해 ASAP. 

 ⓑ ASAP? 그게 무슨 뜻이야? 

 ⓐ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를 의미해. 

 ⓒ 오 알겠어.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할게.

07. Star Street까지 한 블록을 더 가야한다.

08. 주절에서 do동사를 쓰고 주어가 3인칭 긍정이므로 doesn’t it이 적합하다.

09. ground floor는 영국에서는 1층을 말한다.

10. Andy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④번에 위치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11. 나머지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고 ②는 ‘무엇을 하고 있니?’라는 뜻이다.

12. the Mourne Mountains에 가는 사람은 Andy이다.

13. ~때문에 :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of + (동)명사

14.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 주절과 같은 주어는 생략하고 동사는 

현재분사형태를 취한다. 이때 being은 주로 생략해 준다.

15.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of + (동)명사

16. why don’t you 동사원형 ~? : ~하는 것이 어떠니?

17. 와 ④는 관계부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의문사로 쓰였다.

18. 평화선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는 것이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19. 「One of + 복수명사」는 단수 동사를 수반한다.

20.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문맥에 맞는 접속사와 주절과 같은 주어를 쓰고 동사

는 주절에 시제를 맞추어준다. 

21. ‘We enjoyed swimming, too.’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2. 좋은 운을 갖고 있는 : 운이 좋은

23. 금요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의 언급과 ‘At this time ~’의 사이에 주어진 문장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4. 와 ②는 조건절의 ‘~하다면’의 뜻이고 나머지는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

였다.

25. ‘Over 240 market stands sell fresh fish, fruit, vegetables, and so on.’에

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6. 와 ②는 ‘휴식’의 의미하고 나머지는 ‘나머지’의 의미로 쓰였다.

27. ⓔ는 Donegall Square에 있는 the Big Wheel를 지칭하고 나머지는 

Donegall Square를 의미한다.

28. enough to 동사원형 = so 형용사 that 주어 can 

29. 런던 아이와 견줄 수 있을 만큼 크고 예쁘다고 했지만 더 좋다는 말은 없었다. 

30. ASAP은 ‘as soon as possible’의 약자이다.

| 본문 p. 143~147

01.③  02.②  03.④  04.①  05.⑤  06.④  07.⑤  08.④  09.You can’t 
 miss it.  10.②  11.⑤  12.④  13.③  14.Not sleeping well, I was 
very tired.  15.③  16.②  17.⑤  18.⑤  19.③  20.②  21.④  22.①  

23.ancient  24.④  25.④  26.①  27.③  28.③  29.④  30.많은 정치적인 
그림을 볼 수 있고 벽에 당신의 평화 메시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01. <보기>와 ③은 ‘가판대’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서다 ② 일어서다  ④ 서 있다 ③ (키·높이가) ~이다

02. 한 장소나 나라 밖에 위치하는 : 외국의

03. •one of 복수명사 : ~중에 하나

 •a series of : 일련의, 연속의

04. 여자의 대답으로 보아 뜻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와 ⑤는 ‘닫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②, ③은 ‘가까이’ ④는 ‘막상막하의’의 의미로 쓰였다.

06. 남자는 여자의 설명을 듣고 표지판을 이해하였다.

07. ⓓ 무엇을 찾고 있니? 

 ⓐ 내 ‘rubber’를 떨어뜨린 것 같아. 

 ⓒ ‘rubber’? 그게 뭔데? 

 ⓑ 오, 영국식 영어로 지우개야.

08. 와 나머지는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묻는 표현이고 ④는 상대방이 확신하

는지를 묻는 표현이다.

09. miss : 놓치다

10. 남자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11. 분사구문의 부정문은 분사 앞에 never를 써 준다.    

Getting up never → Never getting up

12.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사구문의 현재분사형태이고 ④는 주어역할을 하는 동

명사이다.

13. ③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because가 ③에는 though가 적합하다.

14.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에는 접속사, 주절과 같은 주어를 생략해준다. 동사

는 현재분사형으로 바꾸고 주절과 시제를 맞춰준다. 부정문은 분사 앞에 not을 

써 준다.

15. ③ because of → because    

~때문에 :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of + (동)명사

16.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because가 생략되었고 ②는 if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17. 육각형으로 된 : six-sided

18. 다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9. Belfast로의 관광을 홍보하는 글이다.

20. 실제 조선이 왜 멈췄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21. •living : 살고 있는

 •be made of : ~로 만들어지다

22. ⓐ와 ①은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②와 ③은 명사적용법 ④와 ⑤는 부사적 

용법(목적)으로 쓰였다.

23. 매우 오래된; 과거와 관련된 : 고대의, 옛날의

24. 진천농교는 한국에서 가장 긴 고대 다리이다.

25. 금요일이여서 좋다고 했지만 바쁜 날이었다고 말했으므로 역접의 접속사가 알

맞다.

26. TV를 보지 못한 이유이므로 because가 접속사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27. 숙제가 너무 많아 가장 좋아하는 TV쇼를 못 봤다고 하였다.

28.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말 뒤에 주어진 문장이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 ⓐ는 동명사 ⓑ는 현재분사이다.

30.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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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48~151

01.What does it mean? / What do you mean by that?  02.to  

03.how to get to  04.ⓔ－ⓐ－ⓒ－ⓕ－ⓑ－ⓓ  05.how to get to 
the library?  06.straight one block, left, two blocks, on your right  

07.Because[As/Since] I didn’t have money  08.taking  09.because 
of  10.The peace lines are the top ‘must-see’ in Northern Ireland.  

11.Being hungry, I asked my mom to bake me some cookies.  12.a 
sixteen-year-old student who[that] is living in Belfast  13.휴식을 취
하는 것, 시청과 많은 관공서를 보는 것, 축제를 즐기는 것, the Big Wheel
을 타는 것,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14.⑴ going → to go ⑵ swim → 
swimming  15.live → living, from → of, to visit → visiting  16.진천농교

는 붉은 돌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긴 고대 다리이다.

01. A의 말로 보아 ASAP의 뜻을 묻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02. •next to : ~의 옆에 

 •would like to + 동사원형 : ~하고 싶다

03. how to get to : ~에 가는 방법

04. 길에 대해 묻고 확인하는 순서대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5. 두 블록을 가서 우회전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도서관이다.

06. 케이크 하우스는 한 블록 가서 좌회전한 후 두 블록을 가서 오른쪽에 있다.

07. 분사구문은 절로 바꿔줄 때는 문맥에 맞는 접속사와 주절과 같은 주어를 써주

고 동사를 주절의 시제에 맞춰준다.

08.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접속사와 주절과 같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형태로 바꿔준다.

09. because + 주어 + 동사, because of + 명사 / 동명사

10. must-see : 반드시 봐야하는 것

11.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다.

12.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다.

13. •have some rest : 휴식을 취하다

 •city hall : 시청

 •look out over : 내려다보다

14. ⑴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수반한다. 

 ⑵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한다.

15. 살고 있는 : living 

 be made of : ~로 만들어진, 전치사 뒤에 동명사

16. ‘It is made of red stone. It’s the longest ancient bridge in Korea.’에서 답

을 찾을 수 있다.

| 본문 p. 152

01.[예시 답안]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es that mean?   

02.two, right, along, left, across from  03.[예시답안] I would like to 
introduce Seattle. Seattle is located in the west side of the United 
States.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nature. When in Seattle, you 
should first go to the Space Needle in downtown. You can look out 
over to the city. Also, it is not a bad idea to enjoy a cup of coffee, 
sitting at the first Starbucks coffee shop. 

01. 상대방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표현을 쓴다.

02. •on your left : 왼쪽에 있다 

 •across from : ~의 맞은편에

03. 분사구문은 「접속사 +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하여 간

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접속사는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 주어

도 생략할 수 있다.

| 본문 p. 153~154

01.Hello, everyone!

02.I’m Linda, a sixteen-year-old student living in Belfast, Northern 
Ireland.

03.Less than twenty years ago, it was dangerous to visit here because 
of the bad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people.

04.But the Good Friday Agreement in 1998 has brought peace to 
Belfast.

05.Now it’s one of the safest cities in the U.K.

06.I’d like to introduce some great places of Belfast.

07.When in Belfast, first go to Belfast Castle.

08.It looks out over the city and Belfast Lough.

09.You can enter the castle for free.

10.There are some nice restaurants inside.

11.If you want to have a unique experience, don’t miss the chance to 
have a meal in a castle!

12.If you’re lucky, you may see some wedding couples there.

13.Next, how about looking around St. George’s Market?

14.It’s one of the top 5 U.K. markets.

15.The main market is on Friday morning.

16.Over 240 market stands sell fresh fish, fruit, vegetables, and so on.

17.It is also open on Saturdays.

18.At this time you can buy several kinds of local foods like coffee, 
cakes, and bread.

19.If you’re there on Saturday, please try the Irish soda bread.

20.It’s delicious.

21.The peace lines are the top ‘must-see’ in Northern Ireland.

22.They are a series of separation walls built in several cities, including 
Belfast, to separate the Catholics and the Protestants.

23.In recent years they have become popular places to visit.

24.Black taxis now take groups of tourists around Belfast’s Peace Lines.

25.Taking this taxi tour, you can see many political pictures, and write 
down your peace messages on the wall.

26.Did you know that the famous Titanic was born in Belfast?

27.She was built in the Belfast shipyard in 1911.

28.Actual ship building in the yard has stopped.

29.Now, a new six-story memorial building, Titanic Belfast, stands right 
next to the shipyard.

30.Inside this building, you will see, hear, and experience the Titanic 
story.

31.If you choose only one thing to see outside of Belfast, make it the 
Giant’s Causeway.

32.It’s an area of shoreline containing about 40,000 stone columns.

33.The columns were produced by volcanic activity 60 million years ago.

34.The name, Giant’s Causeway, is from a myth about a giant who built 
a stone bridge to Scotland.

35.The columns we see are the remains of that bridge.

36.Try walking on the six-sided stones.

37.It’s a little dangerous but very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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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esson 

Rachel’s 9th 
Birthday Wish

| 본문 p. 157

1.교통(량)  2.열, 흥분  3.우물, 잘, 꽤, 건강한  4.게시하다  5.계단  6.목마른  

7.다시 열다  8.반, 절반, 전반[후반]  9.심하게, 굉장히  10.꼼짝 못하는, 갇힌  

11.그 대신에  12.상상하다  13.오염, 공해  14.보호, 보장  15.소원, 소망, 바라

다  16.수치심  17.모으다, 들어 올리다, 기르다  18.기념하다, 축하하다  19.운
동, 캠페인, 홍보  20.자금, 기금, 투자하다 

Words Test A

| 본문 p. 157

1.reach  2.donate  3.pity  4.article  5.goal  6.hurt  7.donation  

8.gone  9.success  10.result  11.satisfy  12.homeroom  13.thankful  

14.accident  15.found  16.location  17.miss  18.ride  19.project  

20.doorbell 

Words Test B

| 본문 p. 157

1.품절의, 완매의  2.~을 기리기 위해  3.~하기로 되어 있다  4.그것은 ~때

문이다  5.낫다, 회복되다  6.수백만의  7.~대신에  8.~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9.계속 연락하다  10.~때문에  11.B에게 A를 가져다주다  12.~하는 것을 멈
추다 

Phrases Test C

| 본문 p. 159

  1.Rachel이라고 불리는 한 작은 소녀  2.한 작은 소녀의 생일 소원 때문에  

3.깨끗한 마실 물을 가져다 주다  4.나의 생일을 기념하다  5.그 돈이 어떻게 쓰
였는지 확인하다  6.차 사고로 죽다  7. 나의 캠페인에 기부하다  8.모은 모든 돈  

9.내가 아는 모두  10.깨끗한 물 프로젝트 기금에 곧바로 전달되다  11.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듣다  12.개발도상국들에 

A

| 본문 p. 159

  1.in Rachel’s honor  2.instead of giving me presents  3.like 
never before  4.more than one million dollars  5.open a web page  

6.plan to get to her goal  7.raise $300 by her 9th birthday  8.raise 
more money  9.reopen her web page  10.stop donating  11.think 
about donating  12.write about her goal  

B

| 본문 p. 159

  1.have a hard time finding  2.sold out  3.instead of  4.stop 
donating  5.get well  6.are, supposed to do  7.bring, to  8.keep in 
touch 

C

| 본문 p. 161

Vocab Test A 1.④  2.⑤  3.①  4.③  5.⑥  6.⑧  7.②  8.⑦ 

Vocab Test B  1.friendliness  2.darkness  3.soft  4.donation  

5.protection  6.imagine

Vocab Test C  1.found  2.celebrate  3.accident  4.donation  

5.campaign 

1.③  2.④  3.④  4.ⓐ－ⓒ－ⓓ－ⓑ

| 본문 p. 162~163

| 본문 p. 166~167

p.190  Listen and Speak 1
   are late, missed, yet, Thank goodness, are lost, are, supposed 

to, Thank goodness
p.192  Conversation
   haven’t had, for, thankful, miles and miles, What, pity, sorry, 

What’s worse, imagine, without
p.191  Listen and Speak 2
   you know what, I’m sorry to hear that, badly, sold out, Why don’

t you, good one
p.193  Conversation Activity Red
  lost, That’s too bad, give, ride, sick in bed, get well
p.194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go, first half, to hear, upset, That’s too bad
p.195  Conversation Activity Blue
   land pollution, serious, losing, have a hard time finding, shame, 

should, pollution, agree with
p.210  Check Up
   help, on, whether, color, Let, goodness
p.210  Check Up
   but I can’t, Why not, broken, happened, fell down, playing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which are   2.which was   3.which were  4.which 
was  5.which is

Check_Up B 1.written  2.held  3.taken  4.named  5.invented

Check_Up C  1.said, he  2.knew my  3.said, he was, then  4.told, 
she was, him  5.asked, I li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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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70

  1.called  2.raised  3.written  4.called  5.posted  6.made  

7.written  8.known  9.raised  10.painted  11.written  12.invited  

13.said, was  14.told, she wanted  15.said she was  16.told, she 
would visit  17.asked, if, was  18.said, wanted  19.said, liked  

20.said, he, enjoyed  21.said, were  22.told, would 

A

| 본문 p. 171

  1.called  2.written  3.raised  4.invited  5.paintedA

| 본문 p. 171

  1.The boy said (that) he enjoyed listening to music in his free 
time.  2.Jane told Bill (that) she would visit the museum the next 
day.  3.Tom said (that) she was going to buy that picture book. 

B

| 본문 p. 171

  1.She told us that this would be a great chance to get together.  

2.I have a notebook computer made in China. 

C

| 본문 p. 171

  1.raising → raised  2.wrote → written  3.knows → known  

4.likes → liked  5.said → told 

D

| 본문 p. 172~173

01.④  02.⑤  03.which were  04.④  05.③  06.I like the cookies 
baked by my sister.  07.①  08.③  09.④  10.④  11.She told me that 
she liked my car.  12.①  13.④  14.I had to  15.⑤ 

01.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02. 나머지는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고 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

략되었다.

03.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04.  ④ 명사의 수를 맞춰줘야 하므로 is는 are로 바꾼다.

05. ① calling → called  ② writing → written 

 ④ making → made ⑤ hitting → hit

06. 과거분사 baked는 the cookies를 뒤에서 수식한다.

07. 과거분사 played와 built가 각각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08. said to는 told로 바꿔주고 화자에 맞게 인칭과 시제를 바꿔준다.

09. 조동사 will은 주절의 시제에 맞추어 과거형 would로 바꾼다.

10. said to는 told로 바꿔주고 화자가 남자이므로 주어는 ‘he’가 되고 청자가 ‘나’

이므로 ‘your’는 ‘my’로 바꾼다.

11. said to는 told로 바꿔주고 화자가 ‘she’ 청자가 ‘me’이므로 ‘I’와 ‘your’는 각각 

‘she’와 ‘my’로 바꾼다.

12. 화자가 she이므로 ‘I’는 ‘She’로 바꾸고 동사 ‘have to go’는 주절의 시제에 맞

게 ‘had to go’로 고친다.

13. 간접화법에서 the next day는 직접화법에서 tomorrow를 뜻한다.

14. 직접화법에서 피전달문의 ‘you’는 주절의 목적어와 같은 사람이므로, ‘I’로 고

치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had to’를 쓴다.

15. 따옴표 안의 시제가 더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 완료형을 써 준다. 직접화법에서

의 here는 간접화법에서 there를, 직접화법에서의 yesterday는 간접화법에서

의 the day before를 뜻한다.

| 본문 p. 176~177

1.In, called, goal, to raise, by  2.bring, to, wrote about, on  3.On, 
turning, found out, millions, to see, because, clean, safe  4.like 
never before, asking, to donate, instead of  5. Every penny, raised, 
fund, developing countries  6.be able to, how, was spent, finish, 
locations, be posted  7. to raise, donating  8.raised, was closed  

9.success, satisfied  10. told, wanted, raise  11.Unfortunately, 
in  12.After, heard  13.In, honor, reopened, planned  14.donated  

15.reached, stop donating  16.On, was closed  17.raised  

18.more than  19.because of, wish  

| 본문 p. 180~187

01.①  02.④  03.④  04.③  05.③  06.⑤  07.②  08.have a hard 
time  09.④  10.③  11.bus card  12.⑤  13.④  14.③  15.②  16.②  

17.shame  18.③  19.③  20.⑤  21.①  22.④  23.⑤  24.④  25.There 
were some paintings which[that] were drawn by Christine.  26.①  

27.①  28.④  29.④  30.I said to Jack, “You are older and I.”  31.a 
little girl who[that] is called Rachel opened a web page  32.②  

33.①  34.②  35.①  36.③  37.③  38.post  39.④  40.②  41.⑤  42.④  

43.④  44.③  45.①  46.⑤  47.④  48.①  49.well  50.③  51.She 
asked me what subject I liked best. 

01. 나머지는 동사에 접미사 (at)ion을 붙여 명사가 된 단어들이지만 ①은 ‘소설, 

허구’라는 뜻의 한 단어이다.

02. 보기와 ④는 ‘(자금)을 모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불러일으키다  ② 올리다  ③ 들다  ⑤ 기르다

03.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기찬 작업의 연속들’은 campaign(운동, 캠페

인, 홍보)이다.

04. •sold out : 완매의, 품절의  •find out : 알아내다

05. miss : 놓치다, 그리워하다

06. keep in touch : 연락하며 지내다

07. goal은 ‘목표’라는 뜻으로 ①은 pity(동정, 영민)에 관한 영영풀이다.

08. have a hard time ~ing :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09. A :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얻는 물은 깨끗하지도 않아.   

B : 다행이다!

10. Thank goodness! : 다행이야!

11.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버스 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2. ⓓ 민호야, 그거 아니? ABC 버거가 문을 닫았어. 

 ⓒ 정말?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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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그곳의 햄버거를 정말 좋아했어. 

 ⓑ 나도 그랬어.

13. 나머지는 안타까움과 유감의 표현이다.   

Glad to hear that. : 그 말을 들으니 기뻐.

14. ⓒ having → (to) have    

help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 또는 동사원형을 쓴다.

15. 리포터와의 대화는 인터뷰이다.

16. 처음에는 $300 목표액의 $220만 모금되었다.

17.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은 shame(수치심)이다.

18. ⓐ와 나머지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③은 명사적 용법이다.

19. 주어진 문장은 많은 동물들은 또한 먹이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

용으로 앞 문장에는 또 다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와야 한다. 

20. 아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안타

까움을 나타낸 말이다.

21. 미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made가 되어야 한

다. 

22.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의해 불리는 노래이므로 과거분사를 써 준다.  

singing → sung

23. 나머지는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과거분사이고 ⑤는 과거시제의 동

사이다.

24. 나머지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고 ④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 생략되었다.

25.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

다.

26.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경우 if나 

whether를 쓴다.

27. 피전달문의 ‘I’는 화자를 가리키므로 ‘he’로 고쳐쓰고, 동사의 시제는 주절의 시

제와 일치하므로 had로 바꾼다.

28. ‘I asked him how he was.’가 옳은 전환이다.

29. 직접화법의 today는 간접화법에서 that day로 바뀐다.

30.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시제와 인칭을 주의한다.   

told → said to

31.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

다.

32. ‘Its goal was to raise $300 by her 9th birthday.’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33. 5월에 Rachel이 웹 페이지를 열었지만 5월에 그녀의 생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34. 특정한 날짜 앞에 전치사 on, instead of : ~대신에

35. 와 ①은 ‘변하다’ ②, ⑤는 ‘차례, 순번’ ③, ④는 ‘돌리다, 돌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36. 생일 파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7.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38. 벽이나 다른 표면에 붙이는 것 : 게시하다

39. developed → developing

 •developing country : 개발도상국

 •developed country : 선진국

40.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꿀 때 told는 said to로 고치고 시제와 인칭에 주

의한다.

41. 뒤에 나쁜 소식이 이어지므로 ⑤ 불행히도 가 가장 알맞다.  

① 점차적으로  ② 운 좋게도  ③ 궁극적으로  ④ 대체적으로

42. ⓐ plan + to부정사 : ~하는 것을 계획하다  

ⓑ stop + -ing : ~하는 것을 멈추다

43. ‘Her mom said that it was a success.’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44. 모든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 앞에 질문을 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45. 간접화법의 told는 직접화법에서 said to로 바뀌며 시제와 인칭에 주의한다.

46. ⓔ are → were     

가정법 과거에서 be동사는 항상 were를 쓴다.

47. •instead of : ~대신에 •thanks to :~덕분에

48. 와 나머지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①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49. 사람들이 물을 길 수 있는 땅에 있는 깊은 구멍 : 우물

50. ‘We use 100% of your money to build wells in villages that need clean 

water.’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51. 직접화법에서 의문문은 간접화법에서 ask가 수반된다.

| 본문 p. 188~192

01.⑤  02.②  03.③  04.③  05.⑤  06.①  07.What’s worse  08.④  

09.③  10.④  11.ⓓ－ⓐ－ⓒ－ⓑ  12.①  13.③  14.There is a basket 
which is filled with fresh apples.  15.③  16.④  17.③  18.④  19.①  

20.③  21.그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없기 때문이다.  22.④  23.②  

24.⑤  25.④  26.④  27.⑤  28.②  29.④  30.③ 

01. ⑤ success는 ‘성공’의 의미지만 짝지어진 영영풀이는 ‘마음속에 그림이나 생

각을 그려보다’는 뜻의 ‘상상하다(imagine)’에 대한 것이다. 

02. fever : 열, 흥분, 열기

03. 특정할 날짜 앞에 전치사 on, go on a trip : 여행을 가다

04. ③은 기쁨의 표현이고 나머지는 유감의 표현이다.

05. What a relief! : 다행이야!

06. 안도의 표현은 ①이다.

07. what’s worse : 설상가상으로

08. 나라가 아니라 물을 얻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물이 깨

끗하지 않다고 말한다.

09.  - What was the goal of Rachel’s web page?  

  -   After people reopened her web page, how much money was 

raised?

10. •by : ~까지 •thank you for : ~에 대해 감사하다

11. ⓓ 안녕, Jane. 너는 왜 오늘 학교에 걸어서 가니? 

 ⓐ 나는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 안됐구나. 내가 태워줄까? 

 ⓑ 아니야. 걸어갈 거야.

12. 명사 후위 수식 과거분사로 making을 made로 바꿔주어야 자연스럽다.

13. 간접화법을 직접화법 명령문으로 바꾸는 문장이다. 

14.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

다.

15. ③ be → to be     

동사 tell의 목적격보어는 to부정사를 써야한다. 

16. 특정한 날짜 앞에 on, 방법 앞에 in

17. ③ woman in red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뜻으로 「주격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생략되었다 해도 선행사가 사람

이므로 에서 생략된 which와는 다르다.

18. 남수의 목표는 20만원을 모으는 것이다.

19. ⓐⓑⓒ는 현재분사 ⓓⓔⓕ는 동명사로 쓰였다.

20. 와 나머지는 접속사이고 ③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21. ‘It’s because they don’t have clean and safe water.’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2. carry out : 수행하다

23. 와 ②는 현재완료의 계속이다. ① 결과 ③ 경험 ④, ⑤ 완료

24. ⑤는 ‘왜 Save the Children에 가입하니?’라는 뜻으로 가입하는 이유를 묻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안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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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ts main purpose is to help children in need all around the world.’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6. 간접화법의 if는 직접화법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된다.

27. 세미에게 쓴 편지이다.

28. •in one’s honor : ~을 기리기 위해  •goal : 목표

29.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후에 이어지므로 가 적절하다.

30. Rachel의 생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본문 p. 193~197

01.②  02.②  03.④  04.④  05.④  06.②  07.⑤  08.④  09.④  10.②  

11.①  12.said, that, was  13.③  14.③  15.⑤  16.⑤  17.①  18.아
는 모두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대신에 캠페인에 기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  

19.②  20.②  21.①  22.④  23.④  24.④  25.Rachel의 생일까지 220달

러를 모은 것  26.③  27.⑤  28.친구들에게 생일선물을 받는 대신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것  29.②  30.④

01.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접두사 ‘re-’를 더해 만든 단어들이다.

02. 활동, 단체나 일에 돈을 제공하는 일 : 기금을 마련하다

03. •ask A to B : A에게 B 하기를 요청하다 

 •bring A to B : B에게 A를 가져가다

04. <보기>와 ④는 ‘기금을 마련하다’의 의미이다. 

 ①과 ②는 ‘들다’ ③과 ⑤는 ‘기르다’의 의미이다.

05. ⓓ found → find     

found : 설립하다

06. 상품이 팔리는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적절하고 과거시제로 써야 한다.  

be sold out : 매진되다

07. I’m sorry to hear that. :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까워.

08. ⓓ 영어 말하기 시험은 어땠니? 

 ⓐ 떨어졌어. 너무 어려웠어. 

 ⓔ 정말? 그 말을 들으니 안타깝구나. 

 ⓒ 내 생각에 나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 

 ⓑ 더 열심히 연습해,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09. ④는 안부를 묻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말이다.  

Why the long face? : 무슨 일 있니?

10. recover : 회복하다

11. ① breaking → broken

12. 직접화법에서 said는 간접화법에서 said that이 된다. 시제와 인칭에 주의한

다.

13.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는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다.  

has → is[was]

14.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꿀 때, 의문문인 경우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15. ① I → she   ② will → would 

 ③ that → if[whether]  ④ could he → he could

16. 는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① 부사적 용법(독립부정사, ‘설상가상으로’) 

 ② 부사적 용법(결과)  

③ 부사적 용법(판단의 원인) 

 ④ 형용사적 용법 

 ⑤ 명사적 용법(진주어 – 가주어)

17. ‘I found out that millions of children don’t live to see their 5th 

birthday.’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8.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9. Rachel은 자신의 생일인 6월 12일까지 $300를 모금하려 한다.

20.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용사 + ly」의 부사이고 ②는 「명사 + ly」의 형용사이

다.

21. ⓐ pennies → penny    

every는 단수 명사와 함께 쓴다.

22. developing countries라고 했지만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

았다.

23. 그녀가 기금 마련을 했고, 사고가 났고 웹 페이지가 다시 열렸다 닫히는 것이 

순서상 자연스럽다.

24. ⓓ because → because of    

because + 주어 + 동사 = because of + (동)명사 : ~때문에

25. 바로 앞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6.  단락에 사람들이 모금한 돈이 백만 달러가 넘었다고 나와있다.

27. 인칭대명사를 화자에 맞게 바꿔준다.

28. 두 번째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9. ‘How about giving up your birthday presents and helping them?’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30.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which가 적합하다.

| 본문 p. 198~201

01.⑴ goal ⑵ celebrate ⑶ raise ⑷ found  02.of  03.[예시 답안] What 
a pity! / That’s too bad. / I’m sorry to hear that.  04.[예시답안] Thank 
goodness! / Thank god! / Thank heavens!  05.ⓑ－ⓔ－ⓓ－ⓐ－ⓒ

－ⓕ  06.I have read so many books which[that] were written by J. 
K. Rowling.  07.There is a chocolate factory which was built in 1999 
by Willy Wanka.  08.Sam said that he would go to the movies the 
next day.  09.He asked her how old she was.  10.She said to me, 
“Don’t eat too much.”  11.⑴ donating → to donate ⑵ raising → 
raised  12.A great thing happened 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13.Save the Children was founded in England in 1919.  14.is 
carried → carries, help → helping  15.Minho is going on a class trip 
to Chuncheon.  16.She said to us, “This will be a great chance to get 
together.” 

01. •found : 설립하다  •celebrate : 축하하다, 기념하다 

 •raise : 기금을 모으다  •goal : 목표

02. •instead of : ~대신에 •of : ~의

03.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04. 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알맞다.

05. ⓑ 아빠, 무엇을 하고 계세요? 

 ⓔ 토양오염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단다. 

 ⓓ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가요? 

 ⓐ   그럼. 많은 동물들이 집을 잃고 있어. 그들은 식량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

는단다. 

 ⓒ 안됐군요. 모든 사람들은 토양 오염을 멈추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 나도 동의한단다, Meagan.

06. 명사 후위 수식 과거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다.

07. 명사 후위 수식 과거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되었다.

08. 직접화법에서 tomorrow는 간접화법에서 the next day로 바뀐다.

09. 의문사가 있는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

순을 취한다.

10. 간접화법의 to부정사는 직접화법의 명령문이 된다.

11. ⑴ ask A to B : A에게 B를 요청하다 

 ⑵ ‛모아진 돈’은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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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ecause of + (동)명사 : ~때문에

13.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4. •carry out : 수행하다 

 •be interested in + ~ing : ~에 흥미가 있다

15. ‘Mrs. Parker, my homeroom teacher, said that we were going on a 

class trip to Chuncheon.’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16. told는 직접화법으로 said to로 바꿔 쓰며 시제에 주의한다.

| 본문 p. 202

01.[예시답안] What a pity! He will get well soon.  02.[예시답안] Celine’s 
class was having a meeting on the location of their class trip. The class 
president Celine asked other students, “Where do you want to go?” 
Jerry said that he thought they should go somewhere they could 
enjoy and experience nature. Josh raised his hand and said that he 
agreed with Jerry. He thought it would be a good idea to have some 
fresh air. Chris was listening and had a different opinion. He said 
to everybody, “I think we should go to a place where we can learn 
something.” Nicky also had the same opinion with Chris. Nicky 
said, “It will be better to go to a museum for our class trip.” After a 
long discussion, Celine’s class decided that they would go to the 
natural museum. At the end of the meeting, Celine told the class to 
remember to bring some snack and not to be late. Everyone looked 
forward to their class trip.   

01.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쓴다. 

 What a pity! : 안됐구나!

02.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시제와 인칭에 

주의한다.

| 본문 p. 203~204

01.In May of 2011, a little girl called Rachel opened a web page. 

02.Its goal was to raise $300 by her 9th birthday.

03.She wanted to help bring clean drinking water to children in African 
villages. 

04.She wrote about her goal on her web page.

05.On June 12th 2011, I’m turning 9. 

06.I found out that millions of children don’t live to see their 5th birthday. 

07.Why not? 

08.It’s because they don’t have clean and safe water.

09.So I’m celebrating my birthday like never before.

10.I’m asking everyone I know to donate to my campaign instead of 
giving me presents for my birthday.

11.Every penny of the money raised will go directly to fund clean water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12.Everyone will be able to check how the money was spent when the 
projects finish. 

13.Photos and the locations of the clean water projects will be posted.

14.My goal is to raise $300 by my birthday, June 12, 2011. 

15.Please think about donating. Thank you so much!!!

16.By Rachel’s birthday, $220 was raised and the page was closed. 

17.Her mom said that it was a success. 

18.But she wasn’t satisfied. 

19.She told her mom that she wanted to raise more money on her 10th 
birthday. 

20.Unfortunately, about one month after her 9th birthday, Rachel died in 
a car accident.

21.After this, many people heard about her story. 

22.In Rachel’s honor, these people reopened her web page and 
planned to get to her goal of $300. 

23.A lot of people donated money. 

24.Her goal was reached, but people didn’t stop donating. 

25.On the last day of September 2011, her web page was closed again.

26.How much money was raised? 

27.It was more than one million dollars. 

28.A great thing happened 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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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ter

01.What job would you like to have in the future?

02.It is often very difficult to decide.

03.Follow the two steps below.

04.They might help you to decide.

05.Look at the circles on p.121.

06.First, compare the jobs in Circle A with the job in Circle B.

07.Which group of jobs attracts you more?

08.You have three points to give.

09.For example, you could give Circle A two points and Circle B one 
point, or you could give Circle A zero point and Circle B three points.

10.The total must be three.

11.Write the numbers of points in the boxes on the line from Circle A to 
Circle B.

12.Continue in the same way and compare all the circles.

13.Add up the points for each circle.

14.Draw a graph to show the total for each circle.

15.Now, read about the circles that you gave the highest points to.

16.Ⓐ writer, reporter, actor / actress Ⓑ scientist, doctor, researcher

17.Ⓒ farmer, soccer player, chef Ⓓ artist, singer, photographer

18.Ⓔ firefighter, social worker, teacher Ⓕ C.E.O., bank worker, office 
worker

19.Ⓐ Working with language : You enjoy working with ideas and 
communicating.

20.You probably also enjoy reading and like writing things down.

21.Ⓑ Science and research : You enjoy knowing things.

22.You like finding things out, perhaps by looking things up in books or 
by working things out.

23.Ⓒ Physical work : You enjoy doing physical work.

24.You are not happy just sitting down - you like being physically 
active.

25.Ⓓ Creative work : You enjoy expressing your ideas - but not so 
much with words.

26.You like creating things that people can see or hear.

27.Ⓔ Social work : You enjoy helping other people.

28.You need to be very patient because it is often difficult to help 
people.

29.Ⓕ Office work : You like planning things.

30.You don’t like taking too many risks.

31.Precise facts and information are important to you.

What’s the Right
Job for You?

5

| 부록 p. 1

Across 1.physical  2.compare  3.interest

Down 6.circle  4.create  5.precise  7.attract

1 Vocabulary 

| 부록 p. 1

 1.육체적으로 활동적인  2.너의 마음을 더 많이 끌다  3.원 A에서 원 B로 
이어진 선 위에  4.모든 원들을 비교하다  5.가장 높은 점수  6.그래프를 그리

다  7.결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8.네가 결정하는 것을 돕다  9.육체 노동을 하
다  10.정확한 사실과 정보  11.상자들 안에  12.지식을 갖추다

 1.help other people  2.each circle  3.enjoy working with ideas  

4.in the future  5.give Circle A zero point  6.express your ideas  7.too 
many risks  8.important to you  9.the circles on p.121  10.the two 
steps below  11.show the total  12.create things that people can 
see or hear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8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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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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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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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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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like, often, difficult  to, two, might, decide, on  02 compare, jobs, 
in, attracts, example, points, must  be  03 in, to, way, all, each, circles, 
gave, points  04 ideas, also, research, things, looking, up, by, out  

05 doing, happy, down, active, enjoy  expressing, but, see  06 enjoy, 
need, patient  because, Office, planning, facts, information  07 would, 
in, It, decide, two  steps might, circles  08 compare, in, with, Which, of, 
attracts, For, could  09 points, to, same, all, each, total, that, highest  

10 language, probably, down, and, enjoy, like, by  looking  11 Physical, 
work, sitting, work, with  words, creating, or  12 Social, helping, patient  
because, people, Office, planning, taking

앙콜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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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of Homer
B. Hulbert

6

| 부록 p. 9

Across 2.rule  3.force  4.serve  5.match

Down 1.government  6.celebrate  7.bury  8.independent

1 Vocabulary 

| 부록 p. 9

 1.그가 도착한지 한 주 후  2.많은 다른 분야에서  3.한국이 독립을 쟁취

하도록 돕다  4.무력으로 한국을 통치하다  5.최초의 한국 신문을 제작하다  

6.1886년에 한국에 오다  7.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8.한
국의 초대 대통령  9.그를 한국에서 떠나게 하다  10.표지 기사로  11.독립 운
동  12.한국에 묻히다

 1.at the age of 86  2.serve the emperor as a special government 
officer  3.Korea’s national folk song  4.invite Dr. Hulbert to Korea  

5.give his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S.  6.return to the U.S.  

7.become independent in 1945  8.speak for Korea’s independence 
to the world  9.fight for Korea  10.help Koreans to improve their 
country  11.the second week of May  12.visit nine leading countrie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0~18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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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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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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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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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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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of, very, much, for, article, who, loved, for  02 Life, Special, of, 
Helping, Improve, Their, was, born  03 score, helped, produce, played, 
important, role, in, addition  04  At, that, rule, by, emperor, this, asked, 
to  05 served, special, visited, leading, he, to, for, world  06 of, made, 
leave, had, to, Even, his, fight  07 in, Finally, became, independent, 
first, celebrate, to, after  08 Unfortunately, week, his, age, of, say, in, 

gave  09 Week, Many, writing, much, chose, about, who, for  10 Life, 
Article, Week, Their, born, in, first, helped  11 put, national, folk, score, 
produce, important, independence, teacher  12 Fighting, At, that, to, 
rule, give, of, letter  13 served, emperor, as, visited, around, he, to, 
for  14 this, leave, had, after, his, missed, continued, from  15 Buried, 
Finally, became, in, first, to, celebrate, of  16 Unfortunately, after, age, 
to, would, than, in, him

4 Master

01.The second week of May is Love of Korea Week.

02.Many students took part in the writing contest.

03.Thank you very much!

04.We chose, for the cover story, Jinsu’s article about Dr. Homer B. 
Hulbert, an American who loved and fought for Korea.

05.The Life of Homer B. Hulbert

06.- Special Article of the Week -

07.Helping Koreans to Improve Their Country

08.Dr. Homer Hulbert was born in the U.S. 

09.He first came to Korea in 1886. 

10.Hulbert helped to improve Korea in many different areas.

11.He put Korea’s national folk song, “Arirang,” in musical score, and 
helped to produce the first Korean newspaper in Korea.

12.H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13.In addition, he was a teacher at the Royal English School, Yuk-
Yeong-Gong-Won.

14.Fighting for Korea’s Independence

15.At that time, Japan tried to rule Korea by force.

16.The emperor Gojong asked Hulbert to give his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S. in 1905.

17.In this letter, the emperor asked the U.S. to help Korea win 
independence.

18.In 1907, Hulbert served the emperor as a special government 
officer and visited nine lead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19.Then, he went to the Hague to speak for Korea’s independence to 
the world.

20.Because of this, Japan made him leave Korea.

21.He had to return to the U.S. 

22.Even after returning to his country, Hulbert missed Korea and 
continued to fight fo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23.Buried in Korea

24.Finally, Korea became independent in 1945.

25.Rhee Syngman, the first President of Korea, invited Dr. Hulbert to 
Korea to celebrate the independence of Korea.

26.In 1949, he returned to Korea after 40 years.

27.Unfortunately, he passed away a week after his arrival, at the age of 
86.

28.He used to say,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29.He is now buried in Yanghwajin in Seoul.

30.In 1950, the Korean government gave him “Honor of Taeg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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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Belfast
7

| 부록 p. 19

Across  2.introduce  5.instead  6.memorial  7.ancient
Down 1.volcanic  3.unique  4.local  6.myth

1 Vocabulary 

| 부록 p. 19

 1.20년 전만 해도  2.16살 학생  3.1층에 있다  4.성 안에서 식사하다  

5.벽에 있는 구멍  6.관광객 그룹들  7.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  8.박물관 맞
은편에  9.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다  10.County Down에서 내리다  11.벨
파스트에 평화를 가져다주다  12.그 다리의 잔해물들

 1.how to get to the bank  2.can’t miss it  3.become popular 
places to visit  4.walk for 5 minutes  5.in recent years  6.on its six-
sided stones  7.in Irish English  8.have a unique experience  9.have 
been there once  10.on the sign  11.between the local people  

12.where the nearest bank i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0~25
3 Memorize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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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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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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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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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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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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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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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in, Less, dangerous, because, bad, has, peace, of  02 to, places, in, 

go, out, city, can, for  03 some, restaurants, If, miss, you’re, may, some, 

couples  04 how, looking, It’s, main, morning, sell, vegetables, on  

05 is, this, several, like, bread, there, bread, delicious  06 lines, top, in, 

separation, built, several, including, and  07 they, become, now, groups, 

tourists, this, can, write  08 that, built, ship, yard, stands, shipyard, 

this, will  09 thing, outside, it, shoreline, about, stone, volcanic, ago  

10 name, myth, who, bridge, remains, on, little, interesting

4 Master

01.Hello, everyone!

02.I’m Linda, a sixteen-year-old student living in Belfast, Northern 
Ireland.

03.Less than twenty years ago, it was dangerous to visit here because 
of the bad relationships between the local people.

04.But the Good Friday Agreement in 1998 has brought peace to 
Belfast.

05.Now it’s one of the safest cities in the U.K.

06.I’d like to introduce some great places of Belfast.

07.When in Belfast, first go to Belfast Castle.

08.It looks out over the city and Belfast Lough.

09.You can enter the castle for free.

10.There are some nice restaurants inside.

11.If you want to have a unique experience, don’t miss the chance to 
have a meal in a castle!

12.If you’re lucky, you may see some wedding couples there.

13.Next, how about looking around St. George’s Market?

14.It’s one of the top 5 U.K. markets.

15.The main market is on Friday morning.

16.Over 240 market stands sell fresh fish, fruit, vegetables, and so on.

17.It is also open on Saturdays.

18.At this time you can buy several kinds of local foods like coffee, 
cakes, and bread.

19.If you’re there on Saturday, please try the Irish soda bread.

20.It’s delicious.

21.The peace lines are the top ‘must-see’ in Northern Ireland.

22.They are a series of separation walls built in several cities, including 
Belfast, to separate the Catholics and the Protestants.

23.In recent years they have become popular places to visit.

24.Black taxis now take groups of tourists around Belfast’s Peace 
Lines.

25.Taking this taxi tour, you can see many political pictures, and write 
down your peace messages on the wall.

26.Did you know that the famous Titanic was born in Belfast?

27.She was built in the Belfast shipyard in 1911.

28.Actual ship building in the yard has stopped.

29.Now, a new six-story memorial building, Titanic Belfast, stands right 
next to the shipyard.

30.Inside this building, you will see, hear, and experience the Titanic 
story.

31.If you choose only one thing to see outside of Belfast, make it the 
Giant’s Causeway.

32.It’s an area of shoreline containing about 40,000 stone columns.

33.The columns were produced by volcanic activity 60 million years 
ago.

34.The name, Giant’s Causeway, is from a myth about a giant who built 
a stone bridge to Scotland.

35.The columns we see are the remains of that bridge.

36.Try walking on the six-sided stones.

37.It’s a little dangerous but very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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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정답과 해설

Rachel’s 9th Birthday Wish
8

| 부록 p. 26

Across 5.campaign  6.donation  7.instead  8.celebrate
Down 1.accident  2.imagine  3.wish  4.found

1 Vocabulary 

| 부록 p. 26

 1.Rachel을 기리기 위해  2.나에게 선물들을 주는 것 대신에  3.이전과 같
지 않게  4.100만 달러 이상  5.한 웹 페이지를 열다  6.그녀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우다  7.그녀의 아홉 번째 생일까지 300달러를 모으다  8.더 많은 
돈을 모으다  9.그녀의 웹 페이지를 다시 열다  10.기부하는 것을 멈추다  11. 
기부에 대해 생각하다  12.그녀의 목표에 대해 쓰다

 1.a little girl called Rachel  2.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3.bring clean drinking water  4.celebrate my birthday  5.check 
how the money was spent  6.die in a car accident  7.donate to my 
campaign  8.every penny of the money raised  9.everyone I know  

10.go directly to fund clean water project  11.hear about her story  

12.in developing countrie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7~34
3 Memorize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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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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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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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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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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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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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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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D  10 A, D, C, H, B, F, E, G  11 E, B, A, G, H, D, F, C  12 H, F, G, E, 

D, B, A, C  13 H, F, A, E, G, B, D, C  14 B, A, F, D, H, E, G, C

3 Advanced
01 little, girl, page, was, wanted, drinking, wrote, on  02 millions, their, 

because, they, clean, So, celebrating, like  03 everyone, campaign, 

giving, presents, penny, fund, water, in  04 to, how, money, spent, 

locations, be, raise, about  05 By, page, was, closed, that, it, satisfied, 

on  06 one, in, In, reopened, and, to, get, donated  07 stop, last, closed, 

much, than, one, million, wish  08 called, was, birthday, wanted, help, 

water, villages, about  09 out, of, to, their, not, water, like, before  10 to, 

campaign, instead, of, giving, penny, clean, water  11 able, check, 

when, of, clean, projects, Please, think  12 raised, mom, said, was, 

success, that, to, money  13 died, this, about, her, people, reopened, 

planned, of  14 reached, people, was, much, raised, happened, 

because, birthday

4 Master

01.In May of 2011, a little girl called Rachel opened a web page. 

02.Its goal was to raise $300 by her 9th birthday.

03.She wanted to help bring clean drinking water to children in African 
villages. 

04.She wrote about her goal on her web page.

05.On June 12th 2011, I’m turning 9.

06.I found out that millions of children don’t live to see their 5th 
birthday. 

07.Why not? 

08.It’s because they don’t have clean and safe water. 

09.So I’m celebrating my birthday like never before. 

10.I’m asking everyone I know to donate to my campaign instead of 
giving me presents for my birthday. 

11.Every penny of the money raised will go directly to fund clean water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12.Everyone will be able to check how the money was spent when the 
projects finish. 

13.Photos and the locations of the clean water projects will be posted.

14.My goal is to raise $300 by my birthday, June 12, 2011. 

15.Please think about donating. Thank you so much!!!

16.By Rachel’s birthday, $220 was raised and the page was closed. 

17.Her mom said that it was a success. 

18.But she wasn’t satisfied. 

19.She told her mom that she wanted to raise more money on her 10th 
birthday. 

20.Unfortunately, about one month after her 9th birthday, Rachel died 
in a car accident.

21.After this, many people heard about her story. 

22.In Rachel’s honor, these people reopened her web page and 
planned to get to her goal of $300. 

23.A lot of people donated money. 

24.Her goal was reached, but people didn’t stop donating. 

25.On the last day of September 2011, her web page was closed 
again.

26.How much money was raised? 

27.It was more than one million dollars. 

28.A great thing happened because of a little girl’s birthday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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