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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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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07

1.blind  2.tourist  3.palace  4.joy  5.deep  6.heater  7.amazing  

8.conversation  9.less  10.fried rice  11.unfortunately  12.line  

13.hide  14.online  15.grandparent  16.increase  17.truth  18.letter 
paper  19.surely  20.active

Words Test B

| 본문 p. 107

1.~에 관심을 가지다  2.~에 오다, 합류하다  3.~을 한 번 보다  4.~하자마자  

5.기타 등등  6.끄다  7.심한 감기에 걸리다  8.연락하고 지내다  9.외출하다  

10.한 줄 걸러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그 말들로 기쁜  2.그의 딸이 그것을 읽도록 허락하다  3.내가 당신을 
또 보고 싶게 하다  4.내가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5.당신과 함께 
사는 것에 기쁨이 없다  6.당신보다 덜 아름다운  7.당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랑  8.또 다른 면을 보다   9.만약에 우리가 결혼한다면  10.연
애편지를 쓰기로 결심하다  11.인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다  12.정말 당
신이 이해하기를 원하다

A

| 본문 p. 109

	 1.speak the truth  2.get the letter first  3.read it carefully  4.when 
I see you  5.more difficult than you  6.my deep dislike for you  7.care 
about you  8.your loving friend  9.write a letter to her  10.hate each 
other  11.a long time ago  12.our last conversation

B

| 본문 p. 109

	 1.care about  2.been in touch  3.turn off  4.take a look  5.go out  

6.as soon as  7.every other line  8.come over to

C

| 본문 p. 111

Vocab	Test	A 1.③  2.①  3.⑥  4.④  5.⑤  6.②  7.⑦
Vocab	Test	B   1.amazing  2.confused  3.frustrating    

4.disappointed
Vocab	Test	C 1.untill  2.by  3.by  4.untill  5.by  6.Untill
Vocab	Test	D   1.active  2.whole  3.increase  4.tourist  

5.palace

1.③  2.②  3.④  4.①
| 본문 p. 112~113

| 본문 p. 116~117

p.62  Listen and Speak 1
  finished, if, turn off, No problem, mind if
p.64  Conversation
  take a look, Not at all, been, since, doing, hello, for me
p.63  Listen and Speak 2
  I try it on, Go ahead
p.63  Listen and Speak 2
  as soon as, hello, for, I will
p.65  Conversation Activity Red
  You know what, How’s she doing, write back
p.66  Conversation Activity Yellow
    this is, finish writing, working on, in, or so, come over, use, No 

problem
p.67  Conversation Activity Blue
    turn in, by, anything special, so far, be back, give my regards
p.82  Check Up
  back, lucky to stay, Thanks to, my stay, say hello to, for

| 본문 p. 118~119

Check_Up	A   1.whom, that  2.which, that  3.which, that    

4.whom, that

Check_Up	B 		1.No movie, This, than  2.No student, smarter, 
Cathy, all the other  3.any other mountain, all the 
other mountains

| 본문 p. 120

	 1.that[which]  2.whom[who/that]  3.which[that]  4.which[that]  

5.which[that]  6.that[which]  7.that[which]  8.that[whom/who]  

9.that[whom/who]  10.that[which]  11.more beautiful than  12.more 
active, than  13.more beautiful than  14.No, higher than  15.No, 
more beautiful, than  16.No, more handsome than  17.Nothing, more 
important than  18.No, slower than  19.No, larger than  20.No, longer 
than

A

| 본문 p. 121

	 1.which, that  2.whom, that, who  3.which, that  4.which, that  

5.whom, that,who  6.which, th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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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21

	 1.which Yuna likes  2.The book that I read yesterday  3.The 
cake that my mom baked  4.whom he saw on TV yesterday  

5.which Sumi made at home  6.The students that we met this 
afternoon

B

| 본문 p. 121

	 1.No man, more handsome  2.Nothing, more, important  3.No, 
slower than  4.any other country  5.all the other rivers

C

| 본문 p. 121

	 1.look →  looks  2.Any → No  3.most → more  4.singers → 
singer  5.church → churches

D

| 본문 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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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선행사 ‘the key’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need의 목

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또한 선행사가 사물이므

로 which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02. 선행사 ‘Mr. Kim’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lov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또한 선행사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whom 혹은 that이나 who를 쓴다.

03. 첫 번째 문장의 선행사는 사람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that,who가, 두 번째 문장의 선행사는 사물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나 that이 들어가야 한다. 공통으로 들어갈 관계사는 that이다.

04. ④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05. Mike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녀와 내 여동생이 일치하므로 소녀가 선행사이고, 

관계대명사가 with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whom 혹은 that이나 who가 

쓰여야 한다.

06. ‘콘서트(The concert)’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 왔다. ‘~을 기다리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waiting 뒤에 전치사 for

가 와야 한다.

07.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

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08.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언급되는 단어를 선행사로 선정하여 선행사에 맞는 관

계대명사를 골라 문장을 완성한다.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나 전

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쓴다.

09. little의 비교 변화형은 little - less - least이다.

10. 「No (other) ~ + 비교급 + than」을 이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11. 「비교급 + than any other + 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단수 명사를 사용

해야 한다. 따라서 ④의 islands는 island로 수정해야 한다.

12.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나열하면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건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문장이 완성된다.

13.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 명사」로 최상급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14.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 No (other) ~ 비교급 + than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

수명사

15. ④는 ‘나일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만큼 길다.’는 뜻으로 ‘나일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를 뜻하는 나머지 문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본문 p. 126~127

1.named, named, each other, at all  2.decided to write, was afraid 
that, Even so  3.that I have, is, increases, the way you look, I really 
want to do, made me want  4.find, life, difficult, joy in living, more, 
difficult, less, beautiful, the truth, care about  5.Unfortunately, 
Happy with, allowed, to read, Reading  6.every other line, skip, 
and so on

| 본문 p.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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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즐거움을 위해 한 장소를 여행하고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해석에 맞는 단어는 

‘관광객’이다. 

 ① 요리사   ② 은행원   ③ 관광객 

 ④ 음악가   ⑤ 감독

02.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는 뜻 외에 ‘마음, 생각’이라는 뜻도 있다. 두 번째 

문장의 ‘make up one’s mind’는 ‘결심하다’는 뜻이다.

03. ‘에너지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기계’에 해당하는 단어는 ‘heater(난방

기)’이다.

04. ④의 영영풀이는 ‘decrease’에 대한 설명이다.

05. ‘as soon as’의 올바른 의미는 ‘~하자마자’이다.

06. ④는 ‘정지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여전히’라는 뜻으로 쓰였

다.

07. ‘불행하게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unfortunately이다.

08. A가 B에게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다. B의 대

답으로 미루어 보아 허락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No way.는 ‘절대로 안돼.’라는 

뜻이다.

09. ‘Do you mind if I ~?’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내가 ~해도 

괜찮니?’란 뜻이다.

10. 밑줄 친 부분은 친구의 모자를 써봐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다. 허락을 

요청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Can[May] I ~? / Is it okay if I ~? / Let me ~.’ 

등이 있다.

11. mind는 ‘꺼리다’는 뜻이므로, 허락할 때는 ‘No problem. / Of course not. / 

Not at all.’ 등을 사용하고, 거절할 때는 ‘I’m sorry, but I do. / I’m afraid I 

do.’ 등을 사용한다. ‘나는 차멀미를 해.’라는 B의 대답을 보아 허락을 거절했음

정답 영어3학년 지학(양현권).indd   16 2016-11-29   오후 3:02:34



017
정답과 해설

을 알 수 있다.

12. A가 B에게 Jina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자에
게 안부를 전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Tell ~ (that) I said hi/hello.’ 혹은 ‘Give 

my wishes[regards] to ~.’ 등이 있다.

13. Kevin이 ‘그는 그의 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든대.’라고 말하는 것을 보

아 준호가 잘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not은 삭제되어야 한다.

14. 나라의 마지막 말(그에게 내 안부를 꼭 전해 줘.)을 통해 Kevin은 준호에게 나

라의 안부를 전할 것을 알 수 있다.

15. 수요일이 기한인 숙제를 화요일에 미리 제출해도 괜찮은지 묻고 있는 상황이

다. 선생님은 ‘미리 제출해도 좋다.’는 대답을 한 후, ‘하지만 Jenny야, 수요일

까지 아니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16. Jenny가 수요일에 목포에 가야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고, 금요일에 학교로 돌

아온다고 하였으므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결석할 것이다.

17. 제삼자에게 안부를 전하는 표현으로는  ‘Say hi/hello to ~ for me. / Tell ~ 

(that) I said hi[hello].’ 혹은 ‘Give my best wishes/regards to ~.’ 등이 있

다.

18. 그거 알아? 나는 지민이에게 이메일을 받았어. 

 ⓒ 오, 정말? 그녀는 그녀의 새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 그녀는 잘 지내. 나는 그녀에게 답장을 쓸 거야. 

 ⓓ 그녀에게 내 안부를 꼭 전해 줘. 

 ⓑ 응, 그럴게.

19. 전화를 빌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물론이야.’라고 대답한 후 ‘그것은 배터리

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20. 선행사(The cake)를 대신하여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종속절에서 동사(baked)

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또한 선행사가 사물

인 것을 기억한다.

21. 민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녀와 어제 TV에서 본 소녀가 일치하므로 소녀가 선

행사이고, 관계대명사가 saw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whom 혹은 that이 

쓰여야 한다.

22. 첫 번째 문장의 선행사는 사람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that이, 

두 번째 문장의 선행사는 사물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들어

가야 한다. 공통으로 들어갈 관계사는 that이다.

23.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삭제할 수 있다. ②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

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24. 선행사(the girl)를 대신하여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종속절에서 전치사(about)

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는 관계대명사 whom 혹은 that을 쓴다.

25. ③의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

명사로 쓰였다.

26. 「No (other) ~ + 비교급 + than」을 이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27.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를 이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28.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복수명사를 사

용해야 한다. 따라서 car는 cars로 바뀌어야 한다.

29.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는 1990년대의 가장 인기 있는 배우였다.’을 뜻

한다. ②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30.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나열하면 ‘No one has a more beautiful smile than 

my mom.(우리 엄마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최상급 

문장이 완성된다.

31. 「No (other) ~ + 비교급 + than」을 이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32. 관계대명사절의 increase는 선행사(The great love)에 시제와 수량을 일치시

켜야 하므로 increases로 써야 한다.

33. ‘the one thing’이 선행사이고, that은 종속절의 준동사 do의 목적어역할을 하

고 있다.

34. ‘Elizabeth’가 직접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35. 와 ②의 find는 ‘~를 …라고 생각하다’는 뜻의 5형식 동사로 쓰였고, 나머지

는 모두 ‘~을 찾다’는 뜻의 3형식 동사로 쓰였다.

36. 밑줄 친 는 상대방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최상급 문장이다.

37. Elizabeth의 아버지는 Henry가 쓴 이중적인 의미의 편지를 읽어본 후, 

Henry가 더 이상 Elizabeth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쁜 마음으로 

Elizabeth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Unhappy는 Happy로 고쳐써야 한다.

38. Elizabeth의 아빠와 Elizabeth 모두 편지를 읽고 행복해했는지 이유를 묻는 

부분이므로 관계부사 why가 들어가야 한다.

39. 편지를 순서대로 읽으면 Henry가 Elizabeth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줄씩 건너 읽으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부정형 주어를 사용하여 형용사의 원급으로 문장의 내용을 최상급 의미를 나

타내는 문장의 형식은 「No one(Nobody, Nothing) is so(as) 형용사 as ~.」

의 형식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41. ②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었으며 want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A)는 say 다

음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있다. 

 ①③④⑤는 모두 접속사로 쓰인 that이며 ⑤는 in my backyard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에 쓰인 접속사이다. 

42. 와 ①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②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③과 ④는 주격 관계대명사, ⑤는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43. ‘the way you look’의 look은 ‘~하게 보이다’는 뜻의 2형식 동사로 쓰였다. 바

른 해석은 ‘당신의 모습’이다.

44.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Elizabeth의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 줄씩 

번갈아가며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  재치 있고 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45. Henry가 Elizabeth의 아버지가 먼저 편지를 읽을 것을 두려워하며 편지를 썼

는데, 예상대로 Elizabeth의 아버지가 먼저 편지를 받았으니 ‘불행하게도’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다.

46. ‘allow A to B’는 ‘A가 B하도록 허락하다’는 뜻으로 let과 의미가 같지만,  let

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let을 쓰려면 his 

daughter과 read it 사이의 to를 삭제해야 한다.

47. Elizabeth는 Henry의 편지를 이해하여 매우 기뻐했다.

48. ‘a popular place’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므로 관

계대명사 which(혹은 that)을 쓰고 다음의 대명사 it을 생략해서 쓴다.

49. ‘여기 너무 덥다. 히터를 꺼도 되니?’라고 허락을 구하는 질문에는 승낙 혹은 거

절하는 대답이 와야 한다.

50. ‘Say hi[hello] to ~ for m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 대신 ~에게 안부 전해

줘.’라는 뜻을 나타낸다.

51. 첫 번째 문장은 ‘지구과학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어떤 과목도 지구과학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④의 의미가 같아지려면 less

를 more로 바꾸면 된다.

| 본문 p. 1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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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빛을 거르거나 막고,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기구로 말리거나 접혀 올라가는 것’

에 해당하는 것은 blinds(블라인드)이다.

02.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의 관계이다. satisfy의 과거분사형은 satisfied이다.

03.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사용했다.’는 문장에 가장 적절

한 단어는 ‘숨기다’의 뜻을 가진 hide이다.

04. come over to：~에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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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air는 ‘어여쁜’이라는 뜻 외에도 ‘공정한, 박람회’등의 뜻이 있다. ②에서는 ‘공

정한’으로 쓰였다.

06. 보기와 ②의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생각, 

마음’의 뜻으로 쓰였다.

07. ‘as soon as’는 ‘~하자마자’의 뜻으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08. 친구에게 오늘의 계획을 묻고, 그 친구가 Jina를 만난다고 하자 안부를 전해달

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대화이다.

09. ②는 ‘너 한 번 볼래?’라는 제안의 표현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을 구하는 요청

의 표현이다.

10. 대화의 흐름을 통해 준호가 전주로 떠난 후에 나라는 준호와 연락이 닿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11. ‘so far’가 현재완료 문장에서 쓰이면 ‘지금까지’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위 대

화에서는 문자 그대로 ‘매우 멀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12. 목포에서 몇 명이나 모이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13. ‘내가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을 준 남자애를 아니?’라는 질문에 ‘응. 내 생각에 

남자들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거 같아.’라는 대답은 어울리지 않는다.

14. 음량을 높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셔.’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거절하는 대답이 들어가야 한다.

15. ‘The cake was very delicious.’라는 문장과 ‘My mom baked the cake.’를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하여 합친 문장으로,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the cake

를 선행사로 두고, 그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와야 한다.

16. 세 문장의 빈칸에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빈칸 앞의 선

행사가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으므로, 사람과 사물 선행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가야 한다.

17. ‘Jane looks more beautiful than all the other girls.’는 ‘Jane은 다른 모든 

소녀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뜻의 최상급 문장이다.

18. 「No (other) ~ + 비교급 + than」 을 이용하여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19. 최상급 = 「No (other) ~ 비교급 + than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

명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20. ‘some day’는 미래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과거나 미래의 한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인 ‘one 

day’로, 윗 글에서는 과거의 한 시점을 나타낸다.

21.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한 어구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해당하는 

‘the great love’뒤에 와야 한다.

22. 순서대로 읽으면 사랑이 식었다는 내용, 한 줄씩 건너 읽으면 사랑 고백의 내용

이 나와야 하므로, 빈칸에는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지루하고 따분했다.’는 내

용이 나와야 한다.

23. 편지를 순서대로 읽을 때는 Elizabeth를 폄하하는 말이, 한 줄씩 건너 읽을 때

는 Elizabeth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4. 와 ②의 still은 ‘여전히’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③,⑤는 ‘고요한, 정지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는 뜻으로 쓰였다.

25. ‘every other line’은 ‘한 줄 걸러’라는 뜻의 구이다.

26. Elizabeth의 아버지는 편지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눈치채지 못해서 매우 행복

해했다.

27.  increase：증가하다 

  boring：지루하게 하는 

  「No (other) ~ + 비교급 + than」을 이용한 최상급

28. marry는 ‘~와 결혼하다’는 뜻의 단어로 marry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면 된다.

29. Henry가 Elizabeth의 외모가 싫다고 편지에 쓴 것은 Elizabeth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30. 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줄씩 걸러 읽어야 한다.

 

| 본문 p.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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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체의 양이나 길이를 갖고 있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전체의’를 뜻하는 whole

이다.

02. ③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용사：부사’의 관계이다. 

 ③은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다.

03. ‘조깅은 칼로리를 태우는 좋은 방법이다.’에 들어갈 단어는 burn(타다, 태우

다)이다.

04. 우리가 산에 도착할때까지 계속 날씨가 좋았던 것이므로 until(~까지)을 써야 

한다.

05. hope은 ‘희망하다’는 뜻과 ‘희망’이라는 뜻이 있는데, ③에서는 ‘희망’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다.

06. •turn off : (불 등을) 끄다 

 •go out : 외출하다

07. •right after：~한 바로 직후

 •as soon as：~하자마자

08. ⓐ의 finish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한다. 

 ⓑ에는 현재분사를 넣어 현재진행형을 나타낸다.

09. ⑤는 허락 요청을 거절하는 표현이다. 친구에게 집에 와서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허락을 수락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10.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안부를 전해주기를 부탁하는 말로 ‘Please say hello to 

her for me.’이다.

11. Amy는 지연이에게 L.A.를 방문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12. ‘Do[Would] you mind if I ~?’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내

가 ~해도 괜찮니?’란 뜻이다.

13. ‘목포? 너 참 멀리 여행가는구나!’라는 말을 통해 목포가 Jenny가 사는 곳으로

부터 매우 먼 곳임을 알 수 있다.

14. 「비교급 + than any other + 명사」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단수명사를 사용

해야 한다. 따라서 mountains는 mountain으로 바뀌어야 한다.

15.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the camera’를 선행사로 두고, 그 뒤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한다.

16. Jane이 돌보고 있는 아기와 그녀의 남동생이 일치하므로 아기가 선행사이고, 

관계대명사가 of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whom 혹은 that이 쓰여야 한다.

17. ②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18. 윗글은 활동적인 선생님께 쓴 감사의 편지로 밑줄 친 부분은 ‘선생님의 수업보

다 더 활동적인 수업은 없어요.’라는 뜻이다.

19. Elizabeth의 아버지가 편지를 먼저 읽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Elizabeth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의 용감한 성격을 보여준다. 

 ① arrogant：교만한 

 ② cowardly：겁이 많은 

 ③ talkative：수다스러운

  ⑤ unsociable：사회성이 없는

20. 와 ③의 밑줄 친 부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①과 ②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④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⑤는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21. ‘look another way’는 ‘다른 곳을 보다’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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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와 에는 차례대로 읽으면 사랑이 식었다는 내용이, 한 줄씩 걸러 읽으면 

여전히 사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3. Elizabeth의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Henry가 더 이상 Elizabeth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24. ‘당신보다 덜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은 ‘당신이 최하로 아름답

다.’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때 less의 최상급인 least를 사용한다.

25. ⓑ는 관계대명사의 자리가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

다.

26. 경복궁을 다시 건설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27. ⓑ marry with → marry  

 ⓓ joyful in → joy in

28. ‘The one thing’이 선행사이고 ‘I really want to do’는 관계절이다. 선행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do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삭제되었다.

29. 편지를 한 줄씩 건너 읽으면 Henry가 Elizabeth가 읽도록 의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④는 ‘No one is more beautiful than you in the whole world.’

로 바뀌어야 한다.

30. 최상급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 본문 p. 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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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⑴ 싫어하다 ⑵ 숨기다  ⑶ 모이다 ⑷ 전체의

02. ① 활동적인  ② 관광객   ③ 증가하다 

 ④ 궁   ⑤ 난방기

03.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현재분사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과

거분사를 쓴다.

04. ⑴ ~까지：어떤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⑵ ~까지 : 어떤 시점까지 완료 

 ⑶ be in touch：연락하고 지내다 

 ⑷ and so on：기타 등등

05. ‘Do[Would] you mind if I ~?’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내

가 ~해도 괜찮니?’란 뜻이다.

06. 제삼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는 ‘Say hello to ~ for me.’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Give my best wishes/regards to ~.’ 등을 사용한다.

07. 허락을 요청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Can[May] I ~?’, ‘Is it okay if I ~?’, ‘Let 

me ~.’ 등이 있다.

08. 최상급 = No (other) ~ 비교급 + than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

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09. 사무실에 없는 남자와 내가 만나고 싶던 남자가 일치하므로 남자가 선행사이

고, 관계대명사가 meet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who(m) 혹은 that이 쓰여

야 한다.

10.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11. 최상급 = 비교급 + than any other + 단수명사 = 비교급 + than all the 

other + 복수명사

12. ‘Do[Would] you mind if I ~?’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내

가 ~해도 괜찮니?’란 뜻이다. mind는 ‘꺼리다’는 뜻이므로, 허락할 때는 ‘No 

problem. / Of course not. / Not at all.’ 등을 사용한다.

13. 최상급 = No (other) ~ 비교급 + than

14. ⑴ 허락 요청에 대한 긍정의 대답이 와야 한다. 

 ⑵ -thing, -body, -one 등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⑶ give는 3형식으로 쓸 때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 본문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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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시를 순서대로 읽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비극적인 내용이지만, 거꾸로 읽

으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02.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

| 본문 p. 153~154

01.A long time ago in England, there was a boy named Henry Lancaster. 

02.He loved a girl named Elizabeth York very much.

03.Their families hated each other, and Elizabeth’s father didn’t like 
Henry at all.

04.One day, Henry decided to write a love letter to Elizabeth. 

05.He was afraid that her father would read it first.

06.Even so, he wrote a letter to her:

07.The great love that I have for you 

08.is gone and my deep dislike for you 

09.increases everyday. When I see you, 

10.I do not even like the way you look;

11.the one thing I really want to do is to 

12.look another way. I never wanted to 

13.marry you. Our last conversation 

14.was very dull and boring. It has not 

15.made me want to see you again.

16.You are just so dull and boring. 

17.If we were married, I would find 

18.life very difficult. And I would have no 

19.joy in living with you. No one is more 

20.difficult than you. There is no one less 

21.beautiful than you in the whole world. 

22.I really want you to understand that

23.I speak the truth. Goodbye! Surely, 

24.I don’t care about you. Do not think 

25.I am still your loving friend.

26.Unfortunately Elizabeth’s father got the letter first, and read it carefully. 

27.Happy with the words in the letter, he allowed his daughter to read it. 

28.Reading the letter, Elizabeth was very happy, too.

29.Do you know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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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Read every other line of the letter: read the first line, skip the second, 
read the third, and so on, until the end.

31.Surprise!

4
lesson 

Dear Wise Lady

| 본문 p. 157

1.~인지  2.결과  3.궁금해 하다  4.도착하다  5.문제  6.발표  7.버릇  8.불행

한, 슬픈  9.선물  10.시험  11.얼다  12.의견, 견해  13.이해하다  14.일어나

다  15.장소  16.지혜로운  17.진정하다  18.충분히  19.치과 의사  20.통제

하다, 조종하다

Words Test A

| 본문 p. 157

1.begin  2.bored  3.chat  4.differently  5.drop  6.each  7.feeling  

8.form  9.friendly  10.grade  11.include  12.invite  13.only  14.other  

15.popular  16.social activity  17.storm  18.thought  19.toward  

20.warning

Words Test B

| 본문 p. 157

1.알아내다  2.~에 대해 생각하다  3.~에 대해 싸우다  4.~에 익숙해지다  

5.~을 목록으로 작성하다  6.~하려고 하다  7.~해야만 하다, ~하기로 되어 
있다  8.1등을 하다, 수석을 하다  9.조만간  10.그만하다, ~을 떠나다  11.나
아지다  12.도대체  13.생각이 나다, 생각이 떠오르다  14.잠시 동안

Phrases Test C

| 본문 p. 159

	 1.1등을 하는 일이 일어나다  2.그것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다  3.스포

츠에 대해 말하다  4.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5.너의 공부 습관에 대해 생
각하다  6.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이해하다  7.더 잘하기를 원하다  8.매
우 나쁘지는 않다  9.미소 지으면서  10.좋은 것들을 생각하다  11.좋은 성적

을 받기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다  12.학교와 집에서

A

| 본문 p. 159

	 1.all of my friends  2.as smart as I want to be  3.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  4.form their own opinion  5.help you act 
differently  6.in the whole world  7.include reading  8.instead of 
thinking of sports  9.look for something bad  10.find better habits  

11.may be a good idea  12.toward your friends

B

| 본문 p. 159

	 1.find out  2.am, supposed to  3.get, off  4.get used to  5.come 
into my mind  6.in the world  7.get first place  8.think  about

C

| 본문 p. 161

Vocab	Test	A   1.⑩  2.⑤  3.④  4.①  5.⑥  6.③  7.⑦  8.⑨  9.⑧  
10.②  

Vocab	Test	B 1.sports  2.exam  3.opinion  4.hard
Vocab	Test	C 1.over  2.whether  3.of  4.about
Vocab	Test	D 1. if  2. How[What] about letting
Vocab	Test	E   1.opinion  2.hobby  3.grade  4.habit  

5.wonder

1.②  2.①, ③  3.④  4.②, ④

| 본문 p. 162~163

| 본문 p. 166~167

p.86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1 1
  What’s, worn out, Why don’t, called, wrong with
p.88  ConversationConversation
    worried, with, close, to talk, no one, worried about, Why, for, 

to, better, advice
p.86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1 1
  heard, What’s wrong, in bed, too bad
p.87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2 2
  nervous, am, up, worried, wrong, to lose
p.87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2 2
  Where, going, going, a little, Anything, get, filling
p.89  ConversationConversation Activity Activity Red Red
  I’m worried, What’s, in hospital, sorry,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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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  ConversationConversation Activity Activity Yellow Yellow
  worried, What’s wrong, froze, have to, Will
p.91  ConversationConversation Activity Activity Blue Blue
  Thanks for, got, was worried, in time, You are welcome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that  2.It, that  3.It, that  4.that

Check_Up	B 1.where  2.had, could  3.am, can’t

Check_Up	C 1.lived, would see  2.were, would send

| 본문 p. 170

	 1.It, that  2.it, that  3.It, that  4.It, that  5.it, that  6.It, that  7.It, 
that  8.It, that  9.It, that  10.it, that  11.It, that  12.were, happened, 
would happen  13.spent, would happen  14.If, had, would buy  

15.would, do, were  16.were, would send  17.If, were, would buy, 
send  18.If, were, would try  19.were, would ask  20.If, exercised, 
would feel  21.had, would give  22.lived, would see

A

| 본문 p. 171

	 1.It, that  2.It, that  3.it, thatA

| 본문 p. 171

	 1.ⓐ - ⓓ  2.ⓑ - ⓗ  3.ⓒ - ⓖ  4.ⓔ - ⓕB

| 본문 p. 171

	 1.If, had, could buy  2.If, were, could send  3.If, were, could 
play  4.If, were, could go

C

| 본문 p. 171

	 1.whether → that  2.This → It  3.which → that  4.was → were  

5.will → would  6.spend → spent

D

| 본문 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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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t은 가주어이고 ‘nobody knows the secret’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므

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빈칸에 알맞다.

02. ④의 that은 지시대명사이고 나머지 that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

는 접속사이다.

03. ⑤에서 that은 관계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04. ③의 빈칸에는 접속사 whether이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사 that이다.

05. 「It ... that ~」 구문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한다.  

•high school students：고등학생 

 •next year：내년

06. ⓐ 접속사 that   ⓑ 지시대명사 that 

 ⓒ 지시형용사 that  ⓓ 관계대명사 that

07. ⑤는 지시형용사 that이고, 나머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08. ①은 강조용법으로 쓰인 that이고, 나머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09. ⑤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that이고, 나머지는 가주어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10.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

원형 ~.」으로 쓰고 직설법과는 반대로 쓰고, be동사는 가정법에서는 were로 

쓴다.

11.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

원형~.」으로 쓰고 직설법과는 반대로 쓴다.

12. 가정법과거는 「if + 주어 + 과거동사 ~, 주어 + could + 동사원형~.」으로 쓰고 

직설법과는 반대로 쓰고, be동사는 가정법에서는 were로 쓴다.

13.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시제는 현재시제로 고치고, 긍정은 부정으

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준다.

14.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이 동사를 과거형으로 쓴다. ‘만약 내가 돈이 있다면, 나

는 저 카메라를 살 수 있을 텐데.’

15. ⑤ → As Mom isn’t here, she can’t help me.

16. 가정법과거는 「if + 주어 + 과거동사 ~, 주어 + would + 동사원형~.」으로 쓴다.

| 본문 p. 176~177

1.doing, best, get  2.for, as, as, can, results, as, as, be  3.how 
you’re  4.do better, think, habits, good enough, Find, get 
used  5.But, fine, you are, to relax, think, at  6.that, important, 
everything  7.were, happened, first place, would, would, 
writing, as, with  9.that, best, whole, All, don’t, who, what, like  

10.whether, that, more than, whether, looking for  11.to find, 
control, act differently, than, do, turns out, sooner, later  12.don’t,  
form, opinion, under  13.Every time, into, mind  14.think, of, about, 
talk, in, world, supposed to, off  15.Too  16.answering, happen, 
other good  17.something, than, make, things, Get  18.to include, 
helping, social, Instead, thinking, check, fun

| 본문 p. 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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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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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에서 얻은 점수로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숫자’는 성적(grade)

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02. ‘turn out’은 ‘밝혀지다’의 의미로, 유의어는 ‘be proved, be revealed’이다.

03. 첫 번째 문장에는 ‘~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like, 두 번째 문장에는 ‘좋

아하다’의 뜻인 동사 like가 들어간다.

04. come into : ~로 들어가다

05. ⑤의 설명인 ‘무언가를 올바른 순서로 실행하는 힘’은 통제(control)를 설명하

는 내용이다.

06. ②의 ‘ask for’는 ‘요청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보기와 ③의 freeze는 ‘작동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①,② 얼다 ④ 동결되다 ⑤ 얼어붙다, 굳어지다

08. wear out : 지치다, 못쓰게 되다

09. ‘무슨 일이 있니?’라는 뜻으로 불만족의 원인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은 

‘How is everything?’이며, 이 표현은 ‘어떻게 지내?’라는 의미의 안부인사이

다.

10. 제안/권유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는 말은 ⑤이다. ⑤는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

어 ‘너는 휴식을 취했어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1. ①에서 ‘진찰을 받는 게 어때?’라는 A의 권유에 ‘나는 그가 많이 걱정돼.’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①이 어색하다.

12. ⓒ 무슨 일이야, Jack?  ⓐ 음, 나 걱정돼. 

 ⓓ 무슨 일인데?   ⓑ 체중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

13.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That’s to bad.’와 의미가 같은 것은 ‘I’m 

sorry to hear that.’으로, 두 표현은 모두 ‘안됐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 ④는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불만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15. 민수가 가까운 친구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를 no one으로 

고쳐 ‘아무와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6. 대화의 마지막에서 진수가 ‘Wise Lady’에게 편지를 쓰라고 충고했으므로 민

수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것이다.

17. be worried about : ~에 대해 걱정하다

18. B가 연설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므로 승낙 또는 거절로 대답해야 한다. 

①의 ‘그래, 물론이야.’가 승낙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답이 된다.

19. 남학생이 미국에서 왔다는 언급은 대화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20. ‘Was there anything wrong?’은 부정적인 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말이므로 안 좋은 일을 설명하는 ②의 대답이 가장 적절하다.

21. that 이하가 문장의 진주어이므로, 빈칸에는 가주어로 사용되는 it이 들어가야 

한다.

22. 주어진 문장과 ②의 it은 that절을 대신하는 가주어이고, 나머지 보기의 it은 강

조구문으로 사용된 것이다.

23.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에 과거시제 동사가 사

용되므로, know의 과거형인 knew가 들어간다.

24. 마지막 문장에서 ‘그 일은 너무 힘들다.’라고 했으므로 I가 그 일을 맡지 않을 것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주절에는 would not이 들어가야 한다. 또 가정법 과

거의 조건절에서는 주어에 상관없이 be동사는 were만 사용할 수 있다.

25. 주어진 문장과 ③의 that은 진주어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①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접속사  ② 보어로 쓰인 명사절 접속사 

 ④ 관계대명사    ⑤ 동격의 that

26. ④의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인지 아닌지’의 뜻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정법에 사용된 ‘만약 ~라면’의 조건절을 이끄는 if이다.

27. 가정법 과거에서 if가 이끄는 조건절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므로 gives를 

gave로 고쳐야 한다.

28.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므로 직설법으로 고치면 전

체 문장이 현재시제로 바뀌어야 하고, 접속사 if 대신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29.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를 반대로 가정한 것이므로, ⑤번의 직설법은 ‘Jen 

doesn’t come here, so she doesn’t eat Thai food.’가 올바르다.

30. it을 가주어로 쓰고 문장의 맨 뒤로 옮겨간 진주어이므로 that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1. 두 문장 모두 진주어 역할을 하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32. 가정법 과거의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will not을 

would not으로 바꾼다.

33. enough가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는 형용사 뒤에 와야 하므로 ‘good enough’

가 올바른 표현이다.

34. Wendy의 편지에서 마지막에 ‘I’m not as smart as I want to be.’라고 고민

을 말했으므로 Wendy의 고민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은 것’이다.

35. ‘it~that’ 가주어/진주어 구문을 사용하여 영작 한다.

36. 의 they는 성적(grades)을 가리키는 말이다.

37. ‘~처럼’의 의미로 양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② ~로서   ③ ~할 때   ④ ~정도로   ⑤ ~함에 따라

38. 와 ⑤의 like는 전치사로 ‘~인 것 같은’의 의미이다. 

 ①,② 접속사 ‘~처럼’  ③ 명사 ‘그러한 것’

 ④ 접속사 ‘~와 같이’

39. 명사절을 이끌어서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접속사로는 

whether와 if가 있다.

40. ‘to 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가 친구들에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41. ‘find a way to 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조언임을 알 수 있다.

42.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갖는 것을 인정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므로 ①을 정

답으로 보는 것이 옳다.

43. whenever : ~할 때마다

44. 의 ‘in the world’는 ‘도대체’라는 의미로 쓰인 표현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45. ‘A가 B를 하는데 C만큼의 시간을 보낸다.’를 의미할 때 「spend + 시간 + -ing」

를 사용한다.

46. 전체 문장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인 would가 사용된다.

47. 본문에 Wise Lady가 ‘make a list of the other things you like to do.’와 

‘ Instead of thinking of sports when you’re bored, check your list for 

other fun things you can do.’라고 충고해 주고 있다.

48. 주어진 영영풀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관행, 특히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로 습관(habit)을 설명한다.

49. ⓔ 무슨 일이야? 

 ⓒ 숙제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 숙제를 안 가져왔어?  

 ⓓ   응, 안 가져왔어. 난 너무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는 거 같아서 걱정이야. 

 ⓐ 나도 자주 잊어 버려.

50. want → would want

51.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 긍정-부정이 서로 바뀐다. 따라서 ⑤번

의 문장은 주절이 ‘I will not give you one.’이 된다.

| 본문 p. 18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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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주어진 문장은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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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불안과 불행의 상태나 느낌’이라는 뜻으로 걱정

(worry)을 설명한다.

02. ⑤는 ‘동사 : 현재분사’의 관계이고, 나머지 보기는 모두 ‘동사 : 명사’의 관계이

다.

03. ‘get used to’는 ‘~에 익숙해지다’의 의미로 ‘get accustomed to’와 같은 의미

이다. 

 ① ~하곤 했다   ② 떠나다 

 ③ 계속 연락하다   ④ ~에 익숙해지다 

 ⑤ 전문가가 되다

04. turn out：~인 것으로 밝혀지다, 드러나다

05. A가 B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 질문을 하는 내용이므로 ‘What’s the 

matter?’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06. ‘선물이 제 때 도착하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

로 would not을 써야 한다.

07. ‘That’s alright.’은 ‘I’m sorry.’와 같은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08. look after, take care of : ~을 돌보다

09. 남자가 마지막 말에서 자신의 강아지 Happy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

다.

10. 친구의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Never mind.’로, 이것은 상대방이 내게 사과를 할 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11. 불만족의 원인을 묻는 ‘What’s wrong?’에 상을 받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

한 대화이다.

12.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 내가 살을 빼는 걸 도와줄래?

13. 「It~that」 가주어/진주어 구문에서 that절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므로 ‘It 

is certain that he can recover from the cancer.’가 올바른 문장이다.

14. that은 명사절을 이끌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선행사를 수

식하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15. 주어진 문장의 ‘너를 믿을게’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조동사 will

의 과거형인 would를 사용한다.

16.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 시제는 현재로 바뀌고, 부정은 긍정으로, 긍

정은 부정으로 바뀐다. 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as/because나 결과를 나타

내는 접속사 so를 사용할 수 있다.

17. ② can → could   ③ have asked → ask 

 ④ will → would   ⑤ had been → were

18. 명사절을 이끌며 진주어로 사용된 that은 ③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대명사

로 사용되었다.

19. ‘as~as’는 원급비교구문으로 형용사의 원급인 smart를 써야 한다.

20. 와 ④의 the way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① on the way : ~로 가는 길에   ② 길, 경로   ③,⑤ 방법

21. Wendy가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서이다.

22.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어야 한다.

23. ⓐ에는 의문사 what이, ⓑ에는 접속사 than이 들어가야 한다.

24. 의 it은 가주어로서 진주어는 ‘to find a way to 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이다.

25. if절의 동사가 현재시제이므로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가 아닌 단순 조건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절의 시제도 현재시제가 되어야 한다.

26. Wise Lady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라고 조언을 했을 뿐 Brittany가 잘못 행

동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27. Sandy는 마음에서 스포츠를 떠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것이

다.

28. bore가 사람 주어 뒤에서 주어의 기분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될 때에는 과거분

사 bored가 된다.

29. 와 ②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①,④,⑤ 부사적 용법 ③ 명사적 용법

30. Wise Lady의 편지에서 ‘Too much of anything can be a problem.’이라고 

했으므로 ‘한 가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 소희가 내용을 바

르게 이해한 것이다.

| 본문 p. 19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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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주어진 영영풀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충고(advice)에 해당한다.

02. 보기와 ①의 wonder는 ‘궁금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고, 나머지는 ‘경이, 

신비’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되었다.

03. ③의 own은 ‘소유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04. other than : ~외에, ~를 제외하고

05. ②의 질문에서 ‘태호의 소식을 들었니?’라고 물었는데 ‘응, 듣지 못했어.’라고 

답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06. pleasant는 ‘즐거운, 쾌적한’의 뜻이다. 뒤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으므로 

pleasant는 알맞지 않다.

07. 병원에 간다는 남자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하니?’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진수가 민수의 상태를 듣고 걱정을 표하기 위해 하는 말이므로 ②에 들어가야 

한다.

09.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하기 위해 ‘Why don’t you~?(~하는 게 어때?)’

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0. 태호는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민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11. ⓓ 너 걱정이 있어 보여. 무슨 일이니? 

 ⓑ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오늘 오후에 숙제를 끝내야 해. 

 ⓐ 내 것을 쓸래? 

 ⓒ 그래, 정말 고마워.

12. ①은 ‘가주어-진주어’ 구문이고, ②~⑤는 ‘It ~that’ 강조구문이다.

13. 「it(가주어) for(의미상주어) to(진주어)」 구문은 for 이하를 that절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 때 that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일치하며 경우에 따라 알

맞은 조동사가 that절에 들어간다.

14. ④의 문장은 조건절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절에는 「조

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그러므로 ‘could have passed’가 아닌 

‘could pass’가 올바르다.

15. 가정법 과거는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

형」을 취하되, if절에 be동사가 올 때는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쓴다.

16. 직설법 현재는 가정법 과거로 바뀌는 것이므로 if절에는 동사의 과거형, 주절

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이 오며, 긍정·부정이 바뀐다.

17. unless는 ‘if~not’을 대신하여 ‘만약 ~가 아니라면’의 의미이므로, ②번은 

‘We’ll play baseball if it doesn’t rain.’이 되어야 한다.

18. 현재시제 직설법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절에 접속사 As가 사용되고 긍정-

부정이 바르게 바뀐 것은 ⑤이다.

19. Wendy는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20. Wendy가 현재 반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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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로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이 나온 것으로, 「의

문사 + 주어 + 동사~」의 평서문의 어순이 사용된 것을 고른다.

22. Wise Lady가 ‘더 좋은 공부 습관을 찾아서 익숙해지도록 해라.’고 말하는 내용

이므로 them은 ‘better habits’를 가리키는 것이다.

23. help는 준사역동사로서 원형부정사 또는 to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사용할 수 있

다.

24.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면서 동사원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Shall we~?’이다.

25. Brittany는 모든 친구들이 한 명의 소녀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6. sooner or later : 조만간, 언젠가

27. •come into : 들어오다 

  •get off : 제거하다

28. 「remember + to부정사」는 ‘~할 것을 기억하다’의 뜻이다. ‘~했던 것을 기억

하다’는 「remember + 동명사」이다.

29. 가정법 과거 문장이므로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되어야 한다.

30. Sandy의 편지 첫 문장에서 ‘Every time I’m bored, ~’라고 했으므로 그가 지

루할 때만 스포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 본문 p. 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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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⑴ ~을 향해   ⑵ 전체의  

 ⑶ ~해 보이다, ~한 것 같다  ⑷ 가까운

02. •get used to : ~에 익숙해지다

 •used to : ~하곤 했다

03. be suppos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실제 문장에서는 be동사를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쓰는 것에 주의한다.

04. 주어진 영영풀이를 해석하면 ‘외모는 얼굴의 표현이거나 특정한 모습이다.’이

므로 look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05. 그림을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06. ‘What’s wrong’ 뒤에 with + 사람을 덧붙이면 ‘~에게 무슨 일이 있니?’라는 

말이 된다.

07. 여자의 두 번째 말에서 ‘병원?’이라고 되물었으므로 에는 ‘병원에 가야한다.’

라는 ⓑ가 어울리고, 에는 병원에 가는 친구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냐

고 묻는 ⓒ가 적절하다. 에는 강아지를 맡아주겠다고 승낙하는 말 다음에 들

어갈 수 있는 ⓐ가 자연스럽다.

08. ⓓ 미국 학생들 몇몇이 내일 우리학교에 올 거야. 내가 환영 연설을 해야 해. 

 ⓐ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잘 할 거야. 

 ⓑ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돼. 내가 연설 연습하는 것을 도와줄래? 

 ⓒ 그럼, 물론이지.

09.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여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주어 + 조동사 과거형 + 동사원형~」의 어순이 된다.

10.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If + 주어 + 동

사의 과거형~,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의 어순을 사용한다.

11. B의 대답에서 That이 의미상 A가 말한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A의 

문장을 주어로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 이 때 주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

므로 「It ... that ~」 구문을 사용하여 영작한다.

12.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할 때 「had better + 동사원형」을 사용하

며, ‘had better’의 부정은 ‘had better not’이다.

13. 가정법 과거를 의문문으로 바꾼 문장이므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

용되어야 한다. ‘What sort of picture’가 하나의 의문사로 사용된 것에 주의

한다.

14. 「It ~ for ~ to」 구문은 「It ... that ~」 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it ~ that」 

구문에서는 for 이하의 명사를 주어로 하는 명사절을 만들어야 한다.

15. 대명사는 주로 바로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

한다. 본문에서는 가장 근접한 위치의 명사구인 ‘controlling your mind’를 가

리키는 it이다.

16. 「주어 + spend + 시간 + -ing」의 구문이므로 동명사로 고쳐야 한다.

| 본문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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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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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it~that 가주어/진주어」 구문을 사용하여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

다. 

 •without enough food : 충분한 음식 없이 

 •disease : 질병

02. Wise Lady가 충고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03.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정법 과거 문장, 「If 주어 + 과거동사 ~, 주어 + 

would[could] + 동사원형 ~」 형태로 시작하는 조언 편지를 쓴다.

| 본문 p. 203~204

01.Dear Wise Lady,

02.I’m doing my best to get good grades.

03.I study for exams as hard as I can.

04.The results aren’t very bad.

05.But I’m not as smart as I want to be. - Wendy, Mumbai

06.Dear Wendy,

07.I understand how you’re feeling.

08.If you really want to do better, think about your study habits.

09.Are they good enough?

10.Find better habits and try to get used to them.

11.But listen, Wendy, you’re just fine the way you are.

12.So learn to relax, and think of the good things at school and at home.

13.It’s true that grades are important. But they’re not everything.

14.If they were, and if you happened to get first place, what would 
happen?

15.Others would start writing to me as you have just done. :) - Wise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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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smile.

16.Dear Wise Lady,

17.I have this girl in my class.

18.She thinks that she is the best girl in the whole world.

19.All of my friends like her, but I don’t.

20.Am I the only one who knows what she is like? - Brittany, Honolulu

21.My dear Brittany,

22.I am wondering whether you think that your friends like this girl more 
than they like you.

23.I am also wondering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bad in 
her.

24.It may be a good idea to find a way to 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

25.It will help you act differently toward your friends than you usually do.

26.If it turns out that this girl is not a good friend to others, then they will 
find out sooner or later.

27.Why don’t we let each person form their own opinion? - Wise Lady 
under control

28.Dear Wise Lady,

29.Every time I’m bored, sports come into my mind.

30.Every day I think of sports, write about sports, and talk about sports.

31.What in the world am I supposed to do to get sports off my mind? - 
Sandy, Durban

32.My dear Sandy,

33.Too much of anything can be a problem.

34.If I spent my whole day answering letters, what would happen?

35.I would have no time to do other good things.

36.If you want something other than sports in your life, make a list of the 
other things you like to do.

37.Get ideas from books and friends.

38.Remember to include reading, ways of helping others, and social 
activities.

39.Instead of thinking of sports when you’re bored, check your list for 
other fun things you can do.

40.- Wise Lady for the good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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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fferences In 
Gestures

1
lesson 앙콜북 정답

| 부록 p. 1

Across 2.foreigner  6.face  7.positive  8.gesture

Down 1.positive  3.rude  4.value  5.spin

1 Vocabulary 

| 부록 p. 1

	 1.제스처들과 관계가 있다  2.군중 쪽으로  3.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다  

4.놀란 것처럼 보이다  5.전혀 축구를 잘하지 못하다  6.“당신은 미쳤다”라는 
표시로 알려지다  7.다른 제스처들의 목록  8.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다  9.문
제를 가져오다  10.문화적 차이들  11.호주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12.승리를 위해 이 손동작을 사용하다

 

	 1.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2.give the sign  3.touch their 
own forehead  4.with the back of his hand  5.something different 
in another  6.spin your finger around your ear  7.nod your head  

8.prefer eye contact  9.face the palm towards the crowd  10.during 
World War II  11.parts of the Middle East  12.mean one thing in one 
culture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7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01	B, E, A, C, D  0202	B, C, D, E, A  0303	A, E, D, C, B  0404	A, C, B, E, D  

0505	D, A, E, C, B  0606	A, D, C, B, E  0707	C, E, A, B, D  0808	C, B, E, D, A  

0909	D, B, A, C, E  1010	 E, B, A, D, C

2 Intermediate

0101	H, D, B, A, C, F, E, G  0202	 E, B, C, A, H, G, F, D  0303	G, D, H, E, C, A, B, 
F  0404	G, H, D, C, F, A, B, E  0505	G, D, B, A, H, C, F, E  0606	D, A, F, E, C, G, 
H, B  0707	 E, D, A, G, B, H, C, F  0808	A, G, E, H, B, C, F, D  0909	D, A, C, G, E, 
H, F, B  1010	 F, D, H, A, G, B, E, C

3 Advanced

0101	 different, across, thing, something, in, example, prefer, contact  

0202	 in, eye, is, polite, famous, do, with, victory  0303	 hand, gesture, 
trouble, in, sign, crowd, people, surprised  0404	 that, different, way, to, 
face, towards, crowd, back  0505	 sign, if, of, person, also, is, use, world  

0606	 States, and, means, well, or, In, of, no  0707	 someone, index, in, This, 
is, rude, many, and  0808	 gesture, death, up, positive, thumbs, Similarly, 
have, meaning  0909	 finger, is, in, some, have, call, is, positive  1010	 of, 
Middle, To, people, touch, own, shoulder, some  

4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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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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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e the Parrot Saved a Life
2

| 부록 p. 8

Across 5.add  6.slap  7.attention  8.repeat

Down 1.swallow  2.throat  3.save  4.wave

1 Vocabulary 

| 부록 p. 8

	 1.2살배기 딸  2.괜찮아 보이다  3.그녀의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다  4.그의 
날개를 흔들다  5.그의 새장이 열리기를 원하다  6.나가고 싶어하다  7.말을 
많이 하다  8.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 없는  9.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다  10.어
린이집에서 집으로 오다  11.우는 것을 멈추다  12.큰 소리를 내다

 

	 1.an 11-month-old parrot  2.slap Hannah’s back  3.see Hannah’s  
face turn blue  4.run into the living room  5.like many other parrots  

6.unlike most parrots  7.swallow the bread  8.say a new word  9.save 
a life  10.seem to know  11.a really interesting story  12.stay quiet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9~15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01	C, A, B, D, E  0202	B, E, A, C, D  0303	 E, C, B, A, D  0404	C, B, A, E, D  

0505	B, A, D, C, E  0606	 E, C, B, D, A  0707	B, E, A, C, D  0808	C, E, A, B, D  

0909	C, D, E, A, B  1010	 E, D, B, A, C  1111	B, A, D, E, C  1212	B, A, D, E, C  

1313	D, A, B, E, C  1414	D, B, C, E, A

2 Intermediate

0101	H, D, F, A, C, E, G, B  0202	A, E, C, G, F, D, B, H  0303	 F, C, B, G, E, A, H, 
D  0404	G, F, C, A, D, H, E, B  0505	C, H, A, B, G, D, E, F  0606	D, G, H, B, E, F, 
C, A  0707	H, E, G, F, A, B, C, D  0808	H, G, F, D, C, A, B, E  0909	G, C, D, E, F, 
A, B, H  1010	A, H, F, D, B, E, C, G  1111	D, C, B, A, H, G, F, E  1212	D, H, A, F, 
G, B, E, C  1313	C, G, H, E, D, F, B, A  1414	 E, A, G, H, C, D, F, B

3 Advanced

0101	 very, good, can, here, and, really, story, life  0202	 sister, and, took, 
was, warm, quiet, cage, living  0303	 left, slice, bread, put, on, bread, hot, 
went  0404	 to, seemed, right, make, loud, cage, wings, cried  0505	 into, 
turn, blue, swallow, kept, crying, back, luckily  0606	 crying, me, him, 
loud, talks, lot, But, really  0707	 favorite, friend, gets, cage, uncovered, 
home, day, runs  0808	 is, many, very, good, really, interesting, new, life  

0909	 sister, of, two-year-old, apartment, was, stayed, in, corner  1010	 for, 
put, room, was, too, to, went, living  1111	 to, because, right, later, make, 
loud, waving, wings  1212	 ran, saw, baby, bread, crying, food, out, from  

131313	 Soon, as, help, out, was, fine, and, surprising  1414	 favorite, friend, 
soon, in, cage, home, afternoon, runs

4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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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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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mazing Love Letter
3

| 부록 p. 16

Across 2.hide  5.tourist  6.increase  7.whole

Down 1.palace  2.heater  3.gather  4.active

1 Vocabulary 

| 부록 p. 16

	 1.그 진실을 말하다  2.그 편지를 먼저 얻다  3.그것을 주의 깊게 읽다  4.내
가 당신을 볼 때  5.당신보다 더 어려운  6.당신에 대한 나의 깊은 반감  7.당
신에 대해 신경 쓰다  8.당신의 다정한 친구  9.그녀에게 편지를 쓰다  10.서
로 싫어하다  11.오래 전에  12.우리의 마지막 대화

 

	 1.happy with the words  2.allow his daughter to read it  3.make 
me want to see you again  4.the one thing I really want to do  5.have 
no joy in living with you  6.less beautiful than you  7.the great 
love that I have for you  8.look another way  9.if we were married  

10.decide to write a love letter  11.find life very difficult  12.really 
want you to understand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7~24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01	B, C, A, D, E  0202	B, C, A, E, D  0303	 E, B, C, D, A  0404	A, E, B, C, D  

0505	B, E, D, A, C  0606	B, E, A, C, D  0707	A, D, C, B, E  0808	C, D, E, A, B  

0909	A, D, C, E, B  1010	B, C, D, E, A  1111	 E, D, A, C, B  1212	D, C, B, A, E

2 Intermediate

0101	B, A, E, G, H, F, D, C  0202	A, C, G, E, F, B, D, H  0303	 E, C, G, A, D, B, F, 
H  0404	A, B, E, G, H, D, F, C  0505	 F, C, H, B, A, E, G, D  0606	D, F, C, G, A, B, 
H, E  0707	G, E, H, F, C, B, A, D  0808	 F, A, D, C, G, H, B, E  0909	B, C, E, H, G, 
A, F, D  1010	A, H, E, F, C, G, B, D  1111	D, A, G, H, B, E, F, C  1212	A, G, C, E, 
F, D, B, H

3 Advanced

0101	 ago, was, boy, loved, hated, father, at, all  0202	 to, read, first, so, 
for, gone, deep, dislike  0303	 even, look, to, look, way, marry, want, to  

0404	 just, and, If, life, have, joy, no, less  0505	 really, understand, truth, 
care, think, loving, Unfortunately, first  0606	words, daughter, letter, very, 
happy, why, other, letter  0707	 long, time, ago, named, girl, very, each, at  

0808	 afraid, father, letter, great, for, is, increases, everyday  0909	 even, like, 
way, one, to, never, marry, dull  1010	 are, life, And, in, living, No, in, whole  

1111	 want, that, truth, still, loving, got, letter, carefully  1212	 daughter, 
happy, too, know, every, letter, first, Surprise

4 Master

01.A long time ago in England, there was a boy named Henry Lancaster.

02.He loved a girl named Elizabeth York very much.

03.Their families hated each other, and Elizabeth’s father didn’t like 
Henry at all.

04.One day, Henry decided to write a love letter to Elizabeth.

05.He was afraid that her father would read it first.

06.Even so, he wrote a letter to her:

07.The great love that I have for you

08.is gone and my deep dislike for you

09.increases everyday. When I see you,

10.I do not even like the way you look;

11.the one thing I really want to do is to

12.look another way. I never wanted to

13.marry you. Our last conversation

14.was very dull and boring. It has not

15.made me want to see you again.

16.You are just so dull and boring.

17.If we were married, I would find

18.life very difficult. And I would have no

19.joy in living with you. No one is more

20.difficult than you. There is no one less

21.beautiful than you in the whole world.

22.I really want you to understand that

23.I speak the truth. Goodbye! Surely,

24.I don’t care about you. Do not think

25.I am still your loving friend.

26.Unfortunately Elizabeth’s father got the letter first, and read it 
carefully.

27.Happy with the words in the letter, he allowed his daughter to read 
it.

28.Reading the letter, Elizabeth was very happy, too.

29.Do you know why?

30.Read every other line of the letter: read the first line, skip the 
second, read the third, and so on, until the end.

31.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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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Wise Lady
4

| 부록 p. 25

Across 5.exam  6.opinion  7.wonder

Down 1.friend  2.grade  3.control  4.hobby

1 Vocabulary 

| 부록 p. 25

	 1.내 친구들 모두  2.내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똑똑한  3.너의 생각과 느낌

을 통제하다  4.그들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다  5.네가 다르게 행동하도록 돕다  

6.전 세계에서  7.독서를 포함하다  8.스포츠를 생각하는 대신에  9.나쁜 점을 
찾다  10.더 나은 습관을 찾다  11.좋은 생각일 수 있다  12.네 친구들을 향해

 

	 1.happen to get first place  2.try to get used to them  3.talk 
about sports  4.as hard as I can  5.think about your study habits  

6.understand how you are feeling  7.want to do better  8.be not 
very bad  9.with a smile  10.think of the good things  11.do my best 
to get good grades  12.at school and at home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6~32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0101	A, D, C, E, B  0202	B, C, E, A, D  0303	D, E, C, A, B  0404	 E, A, D, C, B  

0505	 E, B, C, D, A  0606	A, B, D, C, E  0707	 E, C, D, A, B  0808	 E, C, B, A, D  

0909	B, D, C, A, E  1010	C, A, E, B, D  1111	A, E, B, D, C  1212	D, B, A, E, C

2 Intermediate

0101	 F, H, C, G, A, B, D, E  0202	 F, A, G, B, D, E, C, H  0303	 E, B, F, G, A, D, C, 
H  0404	D, C, B, F, H, A, E, G  0505	H, A, C, B, D, F, E, G  0606	 E, D, F, G, C, H, 
B, A  0707	G, H, A, B, F, E, D, C  0808	D, G, F, C, A, E, B, H  0909	A, C, H, G, B, 
F, E, D  1010	H, C, E, G, F, D, A, B  1111	D, F, E, H, B, A, C, G  1212	B, A, H, C, 
G, F, E, D

3 Advanced

0101	Wise, good, grades, for, as, results, aren’t, bad  0202	 feeling, think, 
about, habits, enough, better, and, used  0303	 fine, way, relax, of, good, 
true, grades, important  0404	 everything, first, Others, would, start, Lady, 
with, smile  0505	 girl, class, world, All, friends, who, is, like  0606	wondering, 
friends, like, also, wondering, whether, are, something  0707	may, be, to, 
way, to, thoughts, will, differently  0808	 out, that, girl, is, to, find, sooner, 
each  0909	 Lady, bored, sports, mind, day, about, to, off  1010	 dear, much, 
of, If, spent, whole, what, would  1111	 something, life, list, other, things, 
from, books, friends  1212	 thinking, bored, check, list, other, fun, do, 
good

4 Master

01.Dear Wise Lady,

02.I’m doing my best to get good grades.

03.I study for exams as hard as I can.

04.The results aren’t very bad.

05.But I’m not as smart as I want to be.

06.Wendy, Mumbai

07.Dear Wendy,

08.I understand how you’re feeling.

09.If you really want to do better, think about your study habits.

10.Are they good enough?

11.Find better habits and try to get used to them.

12.But listen, Wendy, you’re just fine the way you are.

13.So learn to relax, and think of the good things at school and at 
home.

14.It’s true that grades are important.

15.But they’re not everything.

16.If they were, and if you happened to get first place, what would 
happen?

17.Others would start writing to me as you have just done. :)

18.Wise Lady with a smile.

19.Dear Wise Lady,

20.I have this girl in my class.

21.She thinks that she is the best girl in the whole world.

22.All of my friends like her, but I don’t.

23.Am I the only one who knows what she is like?

24.Brittany, Honolulu

25.My dear Brittany,

26.I am wondering whether you think that your friends like this girl more 
than they like you.

27.I am also wondering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omething bad in her.

28.It may be a good idea to find a way to control your thoughts and 
feelings.

29.It will help you act differently toward your friends than you usually do.

30.If it turns out that this girl is not a good friend to others, then they will 
find out sooner or later.

31.Why don’t we let each person form their own opinion?

32.Wise Lady under control

33.Dear Wise Lady,

34.Every time I’m bored, sports come into my mind.

35.Every day I think of sports, write about sports, and talk about sports.

36.What in the world am I supposed to do to get sports off my mind?

37.Sandy, Durban

38.My dear Sandy,

39.Too much of anything can be a problem.

40.If I spent my whole day answering letters, what would happen?

41.I would have no time to do other good things.

42.If you want something other than sports in your life, make a list of 
the other things you like to do.

43.Get ideas from books and friends.

44.Remember to include reading, ways of helping others, and social 
activities.

45.Instead of thinking of sports when you’re bored, check your list for 
other fun things you can do.

46.Wise Lady for the good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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