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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sson 

Animals Like Us

| 본문 p. 107

1.인간, 사람  2.발견하다  3.사례, 사건  4.~인 것 같다  5.여우같은, 교활

한  6.암컷의, 암컷  7.수컷의, 수컷  8.기회; 가능성  9.남은 음식  10.맛있

는  11.코끼리의 코  12.사랑니  13.끝, 조언  14.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15.덫  16.집어넣다  17.움직이다  18.만지다, 접촉하다  19.평상시, 보통  

20.먹이를 주다, 먹이다

Words Test A

| 본문 p. 107

1.move  2.touch  3.usual  4.feed  5.stomachache  6.seat  7.long 
face  8.above  9.ocean  10.desert  11.exactly  12.owner  13.share  

14.touching  15.hunt  16.article  17.aware  18.communicate  

19.through  20.injure

Words Test B

| 본문 p. 107

1.~인지 궁금하다  2.~을 염두에 두다  3.~을 잘 돌보다  4.떠나 버리다  5.절
하다, 굴복하다  6.올려다보다  7.~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로  8.~를 포기하

다  9.회복하다, 나아지다  10.잡아당기다, 뽑다  11.~를 알다  12.~에 싫증

이 나다  13.산책하러 가다  14.~을 보다, 관찰하다  15.~하려고 특별히 애쓰

다  16.~으로 가는 길(도중)에  17.~하는 편이 낫다  18.뒹굴다, 구르다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아주 어렸을 때 배우다  2.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다  3.이번에는 좀 
더 순하게 놀다  4.항상 그들에게 남은 음식을 주다  5.그의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다  6.맛있는 음식을 조금 떨어뜨리다  7.그의 따뜻하고 좋은 잠자리

를 Katie에게 양보하다  8.그의 코끝을 다치다   9.그 스스로 덫에서 벗어나다  

10.완전히 낯선 코끼리  11.다른 동물들을 돕기 위해 애쓰다  12.그들이 다른 
것들을 도울 때 좋은 느낌을 갖다 

A

| 본문 p. 109

 1.be nice to each other  2.decide for yourself  3.begin pushing 
her too hard  4.want to keep playing  5.read the following stories  

6.play with a male fox  7.in the same house in London for ten years  

8.look up at Katie  9.need help with getting food  10.understand 
what the poor elephant wanted  11.pull out a small tree from the 
ground  12.put it into his new friend’s mouth   

B

| 본문 p. 109

 1.look up  2.pulled out  3.got better  4.walke daway  5.In return  

6.bowed down  7.is, a ware of  8.go out of their way

C

| 본문 p. 111

Vocab Test A   1.②  2.⑨  3.⑥  4.④  5.①   6.⑤  7.⑧  8.③  9.⑦

Vocab Test B 1.Every time

Vocab Test C   1.wondering if  2.take, care of  3.rolledover  

4.have in mind

Vocab Test D 1.leftover  2.injure  3.chance  4.trap  5.stick

1.④  2.I’m getting tired of eating ramyeon every day.  3.①  4.③
| 본문 p. 112~113

| 본문 p. 116~117

p.95  Listen and Speak A
    any more, What’s wrong, getting tired of, right, have a great 

time
p.97  Listen Up
    was wondering if, all day, have in mind, take good care of, 

You’d better talk
p.95  Listen and Speak B
    still, have a cold, go, get, it, to you, right now, go to the 

movies, That’s right, right away
p.96  Listen and Speak C
    What’s wrong, tired of, something different
p.96  Listen and Speak D
  these days, take a look, keep, warm
p.110  Check Up
  looking up, take a break, good idea
p.110  Check Up
  looks like, I should
p.110  Check Up
  walking, take good, keep your word

| 본문 p. 118~119

Check_Up A   1.Whenever  2.whatever  3.Whoever

Check_Up B 1.while  2.During  3.While  4.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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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20

 1.Whenever  2.Wherever  3.Whatever  4.Whenever  

5.Wherever  6.Whatever  7.Whenever  8.whenever  9.wherever  

10.whatever  11.while  12.while, walking  13.while  14.while, 
listening  15.while, having  16.while, using  17.while, playing  

18.while, using  19.while, reading  20.while playing

A

| 본문 p. 121

 1.Whenever  2.Wherever  3.Whatever  4.wherever  5.whereverA

| 본문 p. 121

 1.Whatever you do, do your best.  2.Whenever you are sad, I’ll 
make you happy.  3.Wherever you go, I’ll follow you.   4.He always 
finds a good deal whenever he goes shopping. 

B

| 본문 p. 121

 1.he was  2.I was  3.I was  4.she was  5.she isC

| 본문 p.1 21

 1.Whatever, Whenever  2.wanted, want  3.had, has[watches, 
watched]  4.during, while  5.peel, was peeling  6.studied, studying

D

| 본문 p. 122~123

01.②  02.②  03.①  04.No matter  05.④  06.③  07.⑤  08.⑤  09.④  

10.⑤  11.③  12.(I was) walking  13.④  14.③  15.②  16.freed → 
freeing

01.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 관계사는 whenever이다.

02. 시간을 나타내는 복합 관계사 whenever는 부사절을 이끌 때 when과 바꿔 쓸 

수 있다.

03. 시간을 나타내는 복합 관계사는 whenever는 부사절을 이끌 때 every time, 

when ~always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04. 복합 관계사 whatever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는 no matter what과 바꿔 

쓸 수 있다.

05. 시간을 나타내는 복합 관계사 whenever는 부사절을 이끌 때 every time, 

when ~always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06. 복합 관계사 whatever가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는 no matter what과 바꿔 

쓸 수 있다.

07. ① will be → are   ② are want → want   

③ are you → you are  ④ give to → give it to

08.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  

⑤ had → has[watches → watched]

09.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하는 동안’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는 while이다.

10. 보기와 나머지는 모두 두 가지를 대조하는 ‘~인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⑤는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였다. 

11. 두 가지를 대조할 때는 접속사 while을 사용하며 ‘~인 반면에’라는 뜻이다.

12. while절 안에 진행형이 많이 쓰이며, 주어와 be동사는 자주 생략된다.

13. while절 안에 있는 주어와 be동사는 자주 생략된다.

14. while절 안에 진행형이 많이 쓰이며, 주어와 be동사는 자주 생략된다. 앞에 과

거형이 쓰였으므로 과거 진행형이 와야 한다.

15. while 다음에는 「주어＋be동사」의 형태나 현재분사가 와야 한다.  

she playing → she is playing

16. while 절 안에 진행형이 많이 쓰이며, 주어와 be동사는 자주 생략된다.

| 본문 p. 126~127

1.at, that, each other  2.have discovered, where, seem to  

3.following, for yourself  4.If, wasn’t, would  5.walk away  6.what  

7.with  8.pushing, too  9.it, away  10.who, playing, bowed down, 
rolled over  11.meant, nicer  12.gave, chance, nicely  13.named, 
named, lived, for  14.left overs   15.would drop   16.in seconds, 
look up at  17.down, waiting  18.In return, whenever, lying, give 
up, lie  19.injured, while, himself  20.got better, help, getting  

21.injured, stuck, trunk, completely    22.what, wanted   23.pulled 
out   24.As you can see   25.go out of, way   26.do, likely that, 
when 

| 본문 p. 130~137

01.②  02.③  03.②  04.⑤  05.③  06.①  07.①  08.②  09.④  10.④  

11.④  12.③  13.④  14.①  15.③  16.②  17.⑤  18.③  19.①  20.②, 
④  21.②  22.⑤  23.⑤  24.③  25.while, using  26.④  27.④  28.②  

29.①  30.④  31.③  32.②  33.He[The male fox] ran to the female 
(fox), bowed down, and rolled over.  34.②  35.①  36.②, ⑤  37.⑤  

38.③  39.②  40.②  41.④  42.④  43.②  44.how to communicate  

45.④  46.the mouse saw something interesting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47.④  48.④  49.⑤  50.⑴ do → doing ⑵ wherever → 
whenever   51.③  52.body languages

01. ‘어떤 것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은 chance(가능성)에 대한 영영풀이다.

02. ① wonder : 궁금하다

 ② walk away : 떠나 버리다 

 ④ go out of one’s way : ~하려고 애쓰다 

 ⑤ be aware of : ~를 알고 있다

03. trunk는 ‘코끼리의 긴 코’를 가리킨다.

04. leftover : 남은 음식  

음식을 남기지 마라. 음식을 다 끝내자. 

05. take a look at : ~을 자세히 보다

06. 보기와 나머지에서 tip은 모두 ‘끝’이란 의미로 쓰였지만 ①에서는 ‘조언’이라

는 의미로 쓰였다.

07. •in a word : 간단히 말하자면

 •have in mind : ~을 염두에 두다

08. •get better : 건강을 회복하다

 •in return : 보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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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That’s right. : 맞아. 

 •right away : 즉시, 당장

10. 마지막에 B가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어떤 음식이 싫증난

다는 표현이 와야 한다.  

get tired of : ~에 싫증나다

11. long face는 ‘시무룩한 표정’이라는 뜻이므로 싫증나는 것을 말하는 대답이 적

절하다.

12. 충고나 조언할 때 쓰는 ‘You’d better~’는 ‘You should~’와 바꿔 쓸 수 있다.

13. (D) 응, 우리는 내일 큰 농구 경기가 있어.  

(A) 하지만 너 감기 걸렸잖아.  

(B) 알아. 하지만 나는 연습이 더 필요해.  

(C) 너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거야.

14. A :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 

 B : 그건 차갑게 유지하는 게 좋아.

15. 아들이 축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므로 ‘무슨 일 있니?’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What about you?’는 ‘너는 어때?’라는 뜻이다.

16. right 대신에 부가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부가의문문은 앞 문장의 동사와 

주어를 사용하고 앞 문장이 긍정일 때는 부정, 부정일 때는 긍정의 부가의문문

을 쓴다.

17. 위 대화에서 엄마가 사촌 David를 언급한 이유는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이다.

18. ⓐ wonder → wondering  ⓑ look → looking 

 ⓓ mean → means  ⓔ to talk → talk

19. all day long : 하루 종일

20. Mike의 엄마가 강아지 대신 고양이를 기르도록 허락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아

빠가 강아지를 싫어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1. whenever는 시간을 ‘~할 때는 언제나, ~할 때마다’의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

는 복합관계사이다.

22. 장소를 나타내는 복합관계사 wherever는 no matter where와 바꿔 쓸 수 있

다.

23. 나머지는 모두 ‘~할 때, 언제든지’라는 뜻이지만 ⑤는 ‘언젠가’라는 뜻이다.

24. while은 ‘~동안에’와 ‘반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5. 동시동작을 나타내므로 첫 번째 칸에는 ‘~동안에’라는 뜻의 접속사 while을 쓰

고, 두 번째 칸에는 시제를 일치시켜 과거진행형을 써준다.

26. 보기와 ④는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② 잠깐, 순간   

③, ⑤ 반면에 

27. ⓐ는 습관을 나타내고, 본동사 bring과 시제 일치하여 동사의 현재형이 와야 

한다. ⓑ는 while 뒤에 「주어＋be동사」가 생략된 현재분사 doing이 적절하다. 

28. ① jog → jogging   ③ do → to do 

 ④ did → do   ⑤ were → are

29. ① liked → like

30. 습관을 나타내므로 동사의 현재형이 와야 한다. ⓓ wanted → want

31. begin은 목적어로 동명사와 to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고, 「keep＋-ing」는 ‘계

속 ~하다’라는 뜻이다.

32. 숫여우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33. 숫여우는 암여우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이고 뒹굴었다.

34. 주인이 남은 음식을 주었다고 했으므로 저녁식사 ‘후에’가 되어야 한다. Before 

→ After

35. (A)를 바르게 배열하면 ‘Toby would finish his food in seconds’가 된다.

36. Katie가 왜 Toby에게 음식을 주었는지의 이유와 Toby와 Katie가 가장 좋아

하는 간식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37. (A)와 ⑤에서 tip은 ‘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사례금   ②, ④ 조언   ③ 넘어뜨리다

38. 부상당한 코끼리이므로 과거분사 injured로 고쳐야 한다.

39. 코끼리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코끼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40. 글의 맨 처음에 나온 ‘as you can see’는 ‘보다시피’라는 뜻이므로 전에 동물들

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한 사례들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41. ⓐ through : ~을 통해서 

 ⓑⓒ from A to B : A에서 B까지

42. another : 또 하나의

43. ‘언제든지’라는 뜻의 복합관계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whenever가 적절하다.

44. how to＋동사원형 : ~하는 방법

45.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 쥐의 말에 ‘가족을 찾으러 강을 건널 수가 없어.’라는 

주어진 문장이 와야한다.

46. -thing이 들어가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다.   

on the other side : 건너편

47. 윗글에서 쥐가 코끼리에게 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48. ⓐⓑⓒⓔⓖⓘⓙ 늙은 사자(동물의 왕) ⓓⓕⓗⓚ 다른 동물들

49. (A) Can we get a cat? 

 (B) Why do you need a cat? 

 (C) I’m getting tired of walking him every day.

 (D) You told me that you would take good care of it.

50. while 뒤에 「주어＋be동사」가 생략되었으므로 현재분사 doing이 적절하다. 

시간을 나타내는 복합관계사는 whenever이다.

51. wherever은 at any place that(~하는 곳은 어디나)으로 바꿔 쓸 수 있다.

52. 여우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몸짓을 사용한다.

| 본문 p. 138~142

01.②  02.⑤  03.④  04.⑤  05.③  06.④  07.④  08.④  09.④  10.①  

11.④  12.③  13.③  14.①  15.②  16.③  17.①  18.⑤  19.while (she 
is) playing the guitar  20.④  21.④  22.③  23.⑤  24.②  25.Every 
night, Toby would finish his food in seconds and look up at Katie.  

26.④  27.⑤  28.②  29.④  30.③

01. 우리는 동물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많은 사례들을 발견했다.  

① 끝, 조언 ③ 덧 ④ 코끼리의 코 ⑤ 기회

02. get better : 병이 나아지다, 건강을 회복하다(= recover) 

03. ① article : (신문) 기사  ② foxy : 여우같은, 교활한 

 ③ trunk : 코끼리의 코  ④ trap : 덫, 함정 

 ⑤ share : 나누다, 공유하다 

04.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싫증을 나타내는 말은 ‘I’m getting tired of ~’이다.

05. look like : ~처럼 보이다

06. ⓐ want 뒤에는 to부정사가 온다. 

 ⓑ 전치사 of 다음에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

07. 소년은 그의 팀이 매번 지는 것에 싫증이 나서 축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08. take good care of : ~를 잘 돌보다

09. 소녀가 ‘I’m getting tired of walking him every day.’라고 말한 것을 통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에 싫증이 난 것을 알 수 있다.

10. ⓐ give A to B : A를 B에게 주다 

 ⓑ on : ~위에

11. You’d better ~. : ~하는 게 낫겠다.

12.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고 말하자 → 물고기가 있지 않냐고 말하고 → 보기만 하

는 것에 싫증난다고 말하고 → 어떤 동물을 원하는지 묻자 → 강아지처럼 같이 

놀 수 있는 동물을 원한다고 말한 후 → 일이 많다고 말하는 순으로 배열해야 

자연스럽다.

13. 장소를 나타내는 복합관계사는 wherever이다.

14. Whenever = Every time = No matte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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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물을 나타내는 복합관계사 whatever를 사용해야 한다.

16. ‘길을 걷는 동안’이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while뒤에 「주어＋be동사」가 생략

된 현재분사 walking이 적절하다.

17. ⓐ 「주어＋동사」의 형태이므로 동명사가 아닌 communicate가 와야 한다.

18. 보기와 나머지는 모두 ‘~하는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⑤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였다.

19. while : ~하는 동안에

20.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오빠가 나를 괴롭혀서 보답으로 피자를 사줬다는 말은 어

색하다. bothered를 helped로 바꿔야 한다.

21. ⓐ walk away : 떠나 버리다 

 ⓑ bow down : 고개를 숙이다   

ⓒ roll over : 뒹굴다, 구르다

22. 「수여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형식의 4형식 문장은 「수여동사＋직접

목적어＋전치사＋간접목적어」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23. 여우들이 사용하는 다른 몸짓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24. leftover : 남은 음식

25. •in seconds : 순식간에, 재빨리 

 •look up : 올려다보다

26. 윗글에 ‘Katie would drop some tasty pieces down to the waiting dog.’라

고 나와 있다.

27. ㉠과 나머지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⑤는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

였다.

28. 건강한 코끼리는 아픈 코끼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 넣

어 준 것이다.

29. ‘As you can see’ 이후에는 앞에 나온 사례들을 토대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

다.

30. 사자는 자신을 돌보러 온 동물들을 잡아먹었으므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가장 적절하다.

| 본문 p. 143~147

01.①  02.③  03.②  04.②  05.⑤  06.②  07.④  08.⑤  09.I don’t 
want to play soccer any more  10.①  11.②  12.④  13.ⓐ pet ⓑ 
dog ⓒ boring ⓓ take care of  14.④  15.④  16.③  17.③  18.while 
listening  19.③  20.②  21.That’s exactly what a fox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did.   22.③  23.④  24.②  25.③  26.②  27. getting 
 stuck  what  28.help, understood  29.④  30.One way is 
through their ears, and another way is through touch. 

01. ‘산에서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두는 것’은 trap(함정, 덧)이다.

02. ③의 설명은 recover(회복하다)에 대한 영영풀이이다. discover : 발견하다

03. •go out of one’s way : ~를 하려고 애쓰다 

 •be aware of : ~를 알고 있다

04.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슨 문제 있어?’라는 뜻이므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05.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 상황이므로 ‘차가운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어때?’라는 조

언은 적절하지 않다.

06. had better(~하는게 낫다)는 should(~해야한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07. (C) 오늘밤 나랑 영화 보러 갈래? → (D) 하지만 우리 내일 시험이 있잖아. → (B) 

맞다. 잊어버릴 뻔 했네. → (A)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08. A : 나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B : 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어때?

09. not ~ any more : 더 이상 ~않다

10. 소년은 그의 팀이 자꾸 져서 더 이상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11. ‘하루 종일 그것이 수영하는 걸 보는 게 싫증나요.’라는 말은 ‘물고기는 너무 지

루해요.’라는 말 다음에 와야 자연스럽다.

12. Mike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아빠와 얘기할지는 알 수 없다.

13. Mike는 금붕어가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에 질렸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있는 애완동물인 강아지를 원하고 있다.

14. 장소를 나타내는 복합관계사는 wherever이다.

15. ① ~할 때 ②③⑤ ‘~할 때마다’라는 뜻으로 시간 부사절을 이끈다.  

④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뜻의 부사이며 연결어가 아니다.

16. ① goes → go   ② wanted → want 

 ④ play → playing  ⑤ listened → listening

17.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는 함께 생략 가능하다.

18. while : ~하는 동안에

19. ‘신문을 읽는 동안에’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while 뒤에 「주어＋be동사」가 생

략된 현재분사 reading이 적절하다. 

20. ⓐ → that   ⓒ → to be   ⓓ → who   ⓔ → bowed

21.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다.

22. 여우 외에 몸짓을 쓰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선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23. ⓐ look up : 올려보다  

 ⓑ in return : 보답으로  

 ⓒ •lie : 눕다  •lay : 놓다

24. Toby는 강아지이며 Katie라는 고양이와 같은 집에 10년 동안 살았고, 음식을 

빨리 먹으며, 따뜻한 침대를 좋아한다. 

25. share : 나누다, 공유하다

26. ⓑ는 ‘the healthy elephant’를 가리킨다.

27. (A) 전치사＋(동)명사  

 (B)   and로 연결되는 병렬구조로 walked와 시제를 일치시켜 과거시제를 써야 

한다.

 (C) 선행사가 없고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28. 한 코끼리가 다쳐서 도움을 요청했고, 낯선 코끼리는 그 코끼리의 행동을 이해

하고 음식을 주었다.

29. Whenever는 Every time과 바꿔 쓸 수 있다.

30. 본문에서 코끼리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두 가지 찾아 적는다.

| 본문 p. 148~151

01.⑴ injure ⑵ leftover ⑶ trap  02.each  03.look up  04.I’m getting 
tired of looking up the words I don’t know.  05.---  06.No 
matter what  07.playing the guitar  08.reading the newspaper  09.⑴ 
are → is ⑵ Whatever → Whenever  10.I sang a song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11.seem to  12.She gave him another 
chance  13.She walked away.  14.ⓐ for ⓑ whenever  15.Because 
Katie gave some tasty pieces to Toby.

01. ⑴   ‘누군가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주는 것’은 injure(상처를 입히

다)를 뜻한다. 

 ⑵ ‘식사 후 남은 음식’은 leftover(남은 음식)을 뜻한다.  

⑶ ‘야생 동물을 잡기위한 장치’는 trap(덧, 함정)을 뜻한다.

02. each other : 서로

03. look up at : ~를 올려다보다

04.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싫증을 나타낼 때는 ‘I’m getting tired of ~ ’를 사용한다.  

•get tired of : ~에 싫증이 나다 

 •look up : ~를 찾아보다

05. (D) 제 강아지가 요즘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잠도 잘 못 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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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네 강아지를 한번 보자.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A)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C)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06. Whatever = No matter what : 무엇이든지

07. ‘기타를 치는 동안에’ 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while 뒤에 「주어＋be동사」가 

생략된 현재분사 playing이 적절하다. 

 play the guitar : 기타를 연주하다

08. ‘신문을 읽는 동안에’라는 능동의 의미이므로 while 뒤에 「주어＋be동사」가 생

략된 현재분사 reading이 적절하다.   

read the newspaper : 신물을 읽다

09. ⑴ Another way는 단수이므로 is로 바꿔야 한다. 

 ⑵ 시간을 나타내므로 whenever로 바꿔어야 한다.

10. 접속사 while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sing a song : 노래를 부르다 

 •walk along the street : 길을 따라 걷다

11. seem to부정사 : ~인 것 같다

12. 「수여동사＋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형태의 4형식 문장이다.

13. 암여우는 숫여우가 너무 세게 밀치자 떠나 버렸다.

14. ⓐ for＋숫자를 포함하는 기간 

 ⓑ whenever : 언제든지

15. Toby가 자신의 침대를 양보한 이유를 윗글에서 찾아 쓴다.

| 본문 p. 152

01.⑴ 귀를 움직여서 ⑵ 다른 코끼리의 몸이나 코를 만짐으로  02.[예시답안] 
⑴ You’d better give it back to him. ⑵ You should get it fixed. ⑶ You’

d better see a doctor.  03.[예시답안] Dad drinks coffee while (he is) 
reading the newspaper. Mom listens to music while (she is) making 
breakfast. My sister talks on the phone while (she is) doing her 
makeup.  04.[예시답안] Wherever I go, I bring my camera with me. 
Whatever I do, I do my best. I feel sad whenever I’m hungry and 
there’s no food at home.  

01. ⑴   One way elephants communicate is through their ears. (코끼리가 의

사소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귀를 통해서이다.)

 ⑵  Whenever they share their feelings, they touch other elephants’ 

bodies and trunks. (그들은 감정을 공유할 때면 언제든지, 다른 코끼리의 

몸통이나 코를 만진다.)

02. ‘You’d better ~ ’나 ‘You should ~ ’를 사용하여 조언하는 말을 완성한다.

03. 동시동작을 나타낼 때는 접속사 while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04. 복합관계사 whatever, whenever, wherever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본문 p. 153~154

01.We, humans, learn at a very young age that we have to be nice to 
each other.

02.What about animals?

03.We have discovered many cases where animals seem to be nice to 
each other.

04.But do you think animals are really nice?

05.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decide for yourself.

06.Foxy Friends

07.If your friend wasn’t nice to you, what would you do?

08.Maybe you would just walk away.

09.That’s exactly what a fox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did.

10.A female fox was playing with a male fox.

11.The male fox began pushing her too hard.

12.The female fox didn’t like it, so she walked away.

13.The male, who wanted to keep playing, ran to the female, bowed 
down, and rolled over.

14.His body language meant, “Don’t leave. I’ll be nicer.”

15.She gave him another chance, and he played more nicely this time.

16.A Gift from Above

17.A dog named Toby and a cat named Katie lived together in the 
same house in London for ten years.

18.After dinner, the owner always gave them the leftovers.

19.The owner would drop some in Toby’s bowl on the floor and some 
in Katie’s dish on the kitchen table.

20.Every night, Toby would finish his food in seconds and look up at 
Katie.

21.Then Katie would drop some tasty pieces down to the waiting dog.

22.In return, whenever Toby was lying on his bed and Katie walked 
over, Toby would give up his nice, warm bed to Katie and lie on the 
floor.

23.A Helping Trunk

24.In Kenya, an elephant injured the tip of his trunk while he was 
freeing himself from a trap.

25.Until his trunk got better, he needed help with getting food.

26.The injured elephant walked up and stuck his trunk into the mouth 
of a completely strange elephant.

27.The healthy elephant understood what the poor elephant wanted.

28.So he pulled out a small tree from the ground, and put it into his 
new friend’s mouth.

29.As you can see, animals can be really nice.

30.Sometimes, they will go out of their way to help other animals.

31.Why do they do this?

32.It’s likely that they feel good when they help others, just like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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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sson 

Hello, Mexico!

| 본문 p. 157

1.방학, 휴가  2.흥분된, 신이 난  3.날개  4.갈아타다, 바꾸다  5.식사, 끼
니  6.해변  7.산호  08.형형색색의  09.불가사의, 경이로운 것, 궁금해 하
다  10.끝이 뾰족한  11.계단, 단계, 절차  12.나타내다, 상징하다  13.아주 
맛있는  14.싸다, 포장하다  15.얇은  16.고추  17.동굴  18.경험, 경험하다  

19.운 좋게, 다행히  20.농담ok

Words Test A

| 본문 p. 157

1.follower  2.Mayan  3.terrible  4.waiter  5.amazing  6.guess  7.clear  
8.lower  9.scary  10.share  11.already  12.shout  13.traditional  
14.fly  15.watch  16.add  17.order  18.ancient  19.round  20.stay

Words Test B

| 본문 p. 157

1.감기에 걸리다  2.가는[오는] 중인, ~하는 도중에  3.~ 앞에  4.통틀어, 전
체로서  5.~ 대신에  6.달아나다, 도망치다  7.조심하다  8.~로 가득 차다  

9.스스로, 혼자 힘으로  10.~을 보다  11.돌아오다  12.사진을 찍다  13.하루 
종일  14.~처럼 보이다

Phrases Test C

| 본문 p. 159

 1.일 년 중 하루를 나타내다  2.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다  3.도마뱀이 그
의 머리 위에 있다  4.해변의 아름다운 색들  5.나의 삼촌 집 바로 앞에  6.마
치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다  7.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갖고 있다  8.꼭대기를 하나의 계단으로 더하다  9.4면의 각각에  

10.한 살 더 먹게 느끼다  11.내 입에서 나오는  12.지금껏 최고의 방학 

A

| 본문 p. 159

 1.this summer vacation  2.take more than 17 hours  3.see 
many movies and have delicious meals  4.small pieces of coral  

5.swim with colorful fish and coral  6.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7.look different from the pointy Egyptian pyramids  

8.climb all the steps  9.try a yummy dish called fajitas  10.long and 
thin like Korean peppers  11.cannot move at all  12.look at him 
running away 

B

| 본문 p. 159

 1.on the way  2.in front of  3.all day long  4.in total  5.instead of  

6.running away  7.Watch out  8.is full of

C

| 본문 p. 161

Vocab Test A   1.⑤  2.⑥  3.②  4.⑦  5.③  6.⑧  7.④  8.①  

Vocab Test B   1.filled with  2.during the weekend  

Vocab Test C   1.by themselves  2.caught  3.by the way   

Vocab Test D   1.wonder  2.joke  03.represent  04.experience  

05.traditional

1.②  2.④  3.⑤  4. -  -  - 

| 본문 p. 162~163

| 본문 p. 166~167

p.115  Listen and Speak A
    How did you like, sounded like, What about, should, Only if
p.117  Listen Up
    How, like, amazing, to come, favorite, when, Which, get a 

chance, in front of, what  about, too far, should have gone, 
once in, experience

p.115  Listen and Speak B
    during, Did, eat, should have tried,  should  have gone, go 

up, should have seen, from
p.115  Listen and Speak C
  last weekend,  to, How, you like
p.116  Listen and Speak D
  What’s wrong, wet, have taken, You’re right
p.132  Check Up
  somewhere during, How, like, terrible, the whole
p.132  Check Up
  so, that, can’t, any, more, Me, neither, shouldn’t, ordered
p.132  Check Up
  over, How, like it, should have asked, already 

| 본문 p. 168~169

Check_Up A   1.were  2.could buy  3.were, could fly  4.lived, 
would see  

Check_Up B   1.which/that was  2.who/that is  3.who/that was  

4.which/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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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170

 1.If, had, would fly  2.if, were  3.If, were, could help  4.If, were, 
would make  5.If, could, would go  6.If, were, would play  7.If, had, 
could travel  8.If, had, would make  9.which is called  10.which is 
called  11.which is coming  12.who is running  13.who is holding  

14.which was  15.who was named  16.who are holding  17.which 
is  18.who is playing  19.which was made  20.who is wearing 

A

| 본문 p. 171

 1.would be  2.were to riseA

| 본문 p. 171

 1.weren’t, could  2.knew, could  B

| 본문 p. 171

 1.who is  2.who is  3.which is  4.which was  5.who are  C

| 본문 p. 171

 1.can, could  2.was, were  3.have made, make  4.who playing, 
(who is) playing  5.run, running

D

| 본문 p. 172~173

01.⑤  02.②  03.⑤  04.③  05.④  06.⑤  07.②  08.had, would  

09.②  10.①  11.④  12.②  13.④  14.who were   15.③  

01. if절이 과거시제이고 주절에 과거시제 조동사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 문장이

다. 이를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가정법 문장과 반대의 상황을 쓰고 전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야 한다.

02. 주어진 문장이 현재시제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if절에 과거시제 동사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준다. 직설법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03.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 문장이므로 직설법으로 바꾸려면 가정법과 반대의 상황

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야 한다.

04. 현재시제의 직설법 문장이므로 가정법으로 바꾸려면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야 한다.

05. 주어진 문장의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이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

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

06.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동사의 시제를 바꾸고 반대 상황을 써주어야 

한다. ⑤ wasn’t → isn’t, couldn’t → can’t

07. 나머지는 모두 조건 부사절을 나타내는 ‘~라면’의 뜻이지만 ②는 ‘~인지 아닌

지’의 뜻으로 쓰였다.

08. 주어진 우리말은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if절에 동사의 과거

형을 쓰고 흐름에 맞도록 주절에 과거시제 조동사를 사용한다.

09.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10. my siste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be동사의 과거형 was가 생략

되었다. 

11. a ma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be동사의 과거형 was가 들어가야 한다. 

12. 수동태 형태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가 생략되었으므로 과거분사인 

made가 와야 한다.

13. nice cars를 수식해야 하므로 was가 아닌 were가 들어가야 한다.

14.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15. ① calling → called  ② writing → written 

 ④ calling → called  ⑤ painting → painted

| 본문 p. 176~177

1.is going to, ever, excited, If, had, would  2.changed, it took, 
what, like on the way  3.right in front of, Look at  4.what, pieces, 
Here, as if, were  5.Guess which, most, not, but, one, wonders  

6.different, pointy, doesn’t it, that there are, each  7.If, as, in total, 
me that, step, After, older  8.tried, called, like, were wrapped, 
called, instead of  9.like, but, me that, cute, one, coming out of  

10.Have, ever swum, amazing, When, Watch out, couldn’t, at all, 
scared, joke  11.told, that, on, at, running away  12.traditional, 
and, like, with, scarier, What, week, wish, could, longer

| 본문 p. 180~187

01.②  02.④  03.②  04.②  05.②  06.①  07.②  08.⑤  09.③  10.③  

11.①  12.⑤  13.⑤  14.②  15.④  16.②  17.③  18.③  19.①  20.④  

21.④  22.①  23.①  24.③  25.②  26.④  27.which[that] is  28.③  

29.⑤  30.②  31.Sally has a cell phone [which [that] was] made in 
Korea.   32.②  33.⑤  34.②  35.④  36.③  37.③  38.Because she 
was swimming with colorful fish and coral.  39.②  40.①  41.③  

42.조심해  43.⑤  44.①  45.What a great week!  46.④  47.⑤  48.③  

49.You should have seen the city from there.  50.①, ③  51.①, ④ 

01.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joke(농담)에 대한 영영풀

이이다.

02. 날 위해 이 선물을 포장해 주시겠어요?   

wrap : 포장하다

03. ②의 설명은 traditional(전통의, 전통적인)에 대한 영영풀이이다.  

experience : 경험

04. be full of : ~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05. instead of : ~대신에 

06. •in front of : ~앞에  •in total : 총, 합쳐서

07. •watch out! : 조심해!  •lower : 낮추다 

08. 보기와 ⑤는 ‘놀라운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나머지는 모두 ‘궁금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09.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고 했으므로 ‘너무 많이 주문하지 말았어야 해.’가 가

장 적절하다.

10.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는 ‘How did you like ~ ?’를 사용한다.

11. 미술관에 가지 못한 이유로 ‘아니, 좋아.’라는 응답은 적절하지 않다.

12. •during[over] the weekend : 주말 동안에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는데

13. (D) 무슨 일이야? → (C) 다 젖었어. → (A) 오, 우산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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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이 맞아. 다음번엔 그럴게.

14. 위 대화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A)-(D)-(B)-(C)-(E)가 된다.

15. A : 동물원 여행은 어땠어? B : 아니, 시간이 없었어.

16. •How did you like ~ ? : ~는 어땠니?   

•sound like : ~처럼 들리다 

 •a lot of : 많은

17. ‘What about ~ ?’은 앞의 질문의 형태를 반복할 때 쓰는 말이므로 앞에 나온 

질문인 ‘How did you like ~ ?’와 바꿔 쓸 수 있다.

18.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뉴욕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와야 한다.

19. •part of : ~의 부분   

•in front of : ~앞에

20. Amy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돈이 아깝다고 생

각한다는 것은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21.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의 형태이다.

22.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의 형태이다.

23. if는 ‘만약 ~라면’과 ‘~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24. 나머지는 모두 ‘만약 ~라면’의 의미로 쓰였지만, ③은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였다.

25. ⓑ am → were   ⓒ were → was

26.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 분사 앞에서 생략할 수 있다.

27.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 분사 앞에서 생략할 수 있다.

28. 불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진행형 (be＋-ing)으로 나타낸

다.

29.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 분사 앞에서 생략할 수 있다.

30. 사람을 가리킬 때는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31. 수동태이므로 과거분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32. would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33. 윗글은 Mark가 호떡을 처음 먹어보고 쓴 글이다.

34. 앞에 나온 최상급 the best를 강조하기 위해 ever가 쓰인다.

35. (A)를 올바르게 배열하면 ‘If I had wings, I would fly!’가 된다.

36. look like : ~처럼 보이다

37. You know what? : 너 그거 아니?

38. 수진이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와 함께 수영을 하고 있어서 영화 속에 있

는 것처럼 느꼈다.

39. 멕시코의 피라미드를 설명하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대조하고 있으므로 (B)

에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40. 피라미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이다.

41. 한국 고추처럼 길고 얇았지만 짧고 동그랗다는 말은 어색하다.

42. Watch out! : 조심해!

43.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에 대한 설명은 없다.

44. •like : ~처럼  •longer : 더 길게, 더 오래

45.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형태는 「What＋a(n)＋형용사＋명사!」이다.

46. ⓐ 문장은 과거시제이지만 그 요리는 현재도 fajitas라고 불리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be동사」에서 be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인다.

 ⓑ 문장이 과거시제로 쓰여 시제를 일치시켜 which[that] was가 옳다.

47. 가정법 과거의 형태이므로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48. hit은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다.

49.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는 「should have＋p.p.」의 

형태를 사용한다.

50. ② can → could 

 ④ calling → called 

 ⑤ swam → swim / swimming

51. 해변의 모래는 사실 산호 조각들이며, 글쓴이는 물고기와 산호와 수영을 했고, 

삼촌네 집에 갔다.

| 본문 p. 188~192

01.④  02.⑤  03.③  04.①, ④  05.②  06.③  07.⑤  08.④  09.②  10.②  

11.④  12.sounded like  13.②, ⑤  14.held → holding  15.①  16.⑤  

17.④  18.③  19.④  20.②  21.④  22.This is what my dad looked 
like on the way there.  23.⑤  24.⑤  25.②  26.Mexico has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27.⑤  28.③  29.④  30.③

01. field trip : 현장 학습

02. ① represent : 나타내다  ② ancient : 고대의 

 ③ pointy : 끝이 뾰족한  ④ wonder : 놀라운 일, 궁금하다 

 ⑤ joke : 농담 

03.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 「should＋have＋p.p.」를 이용해 

‘~했었어야 했는데’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③ 너는 더 따뜻한 옷을 입었어야 했어.

04. 과거 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표현에는 ‘How did you like ~? / What did you 

think of[about] ~?’가 있다.

05. should have＋p.p. : ~했었어야 했다(안타까움)

06. (B) 나 제주에 갔었어.  (A) 테디베어 박물관에 갔니? 

 (C) 아니, 안 갔어.   (D) 오, 너 거기에 갔어야 했는데.

07. A : 나 어제 남산에 갔어.   

B : 오, 너 거기에서 도시를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08. over the weekend = during the weekend : 주말 동안에

09. Kevin은 The Broken Bike 영화를 본 것을 후회했다. regret : 후회하다

10. How did you like ~ ? : ~는 어땠니?

11. 영화는 어땠니? 

 (B) 괜찮았어. 이야기는 좋았는데, 연기는 나빴어. 

 (E) 연기의 어떤 부분이 안 좋았어? 

 (A) 배우들이 책을 읽는 것처럼 연기했어. 

 (C) 음악은 어땠어? 

 (D) 음악은 꽤 괜찮았어.

12. sound like : ~처럼 들리다

13. 주격 관계대명사와 be동사는 함께 생략 가능하다.

14. ‘그의 책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능동태 문장이므로 현재분사가 

들어가야 한다.

15. 보기와 나머지는 모두 ‘만약 ~라면’의 뜻이지만, ①은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였다.

16.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으로 「If＋주어＋동사의 과

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원형 ~」의 형태로 쓴다.

17. 전부 「주격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④의 books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과거분사 written이 필요하다.

18. 직설법 문장이 현재이면 가정법 과거의 문장으로 나타내며, 직설법 문장과 반

대로 써야 한다. 

 <보기> Amy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  

= ③ Amy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19. ⓐ am → were   ⓑ called → is called   ⓕ are → was

20.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이다.

21.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17시간 이상 걸렸지만 피곤하지 않았다고 해야 자연

스럽다.

22. •look like : ~처럼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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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ay : ~하는 도중에

23. ⓐ → which   ⓑ → different   ⓒ → are   ⓓ → are

24. 앞 문장을 확인하는 부가의문문과 바꿔 쓸 수 있다. 부가의문문은 앞 문장의 주

어와 동사를 쓰되 주어는 대명사로 받고 동사는 앞 문장과 반대로 써야 한다.

25. 글쓴이는 세계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들 중 하나인 Chichen Itza를 보러 갔다

고 했다.

26. 세계에서 피라미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이집트가 아닌 멕시코이다.

27.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순서대로 ‘of, like, out, at’이다.

28. ⓐ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be동사가 생략된 능동태의 문장으로 coming이, ⓑ

는 ⌜have＋p.p.⌟의 현재완료 구문으로 swim의 과거분사형인 swum이 알맞

다.

29. 멕시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30. 마지막에 좋은 한 주였다고 했으므로 한 주 동안 멕시코에서 여행한 경험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문 p. 193~197

01.①  02.④  03.②  04.①  05.⑤  06.③  07.②  08.④  09.③  

10.(Because she thought) The actors sounded like they were 
reading from a book.  11.It was when I watched a Broadway 
musical.  12.③  13.④  14.②  15.⑤  16.④  17.who are holding  

18.①, ⑤  19.⑤  20.③  21.④  22.⑤  23.I felt as if I were in the movie  

24.④  25.③  26.4면의 각각에 91개의 계단이 있고, 꼭대기를 하나의 계단

으로 더한다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다  27.④  28.wrapped in, hot  29.②  

30.④

01. •joke : 농담

 break the ice : 서먹한 분위기를 깨다.

02. ‘아주 오래된, 오래 지난 시대들과 관련된’은 ancient(고대의)에 대한 영영풀이

이다.

03. •look at : ~을 보다 • look like : ~처럼 보이다

04. How did you like ~ ? : ~는 어땠니?

05. (D) 나 주말에 전주에 갔었어. 

 (B) 전주 비빔밥 먹었니? 

 (C) 아니, 안 먹었어. 

 (A) 오, 그걸 먹어 봤어야 했는데.

06.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7. •not any more : 더 이상 ~않다

 neither는 부정문에 동의할 때 쓴다.

08. should have＋p.p. : ~했어야 했는데

09. •What about ~ ? : ~은 어땠니?

 •only if : 오직 ~한다면

10. 소녀가 연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연기자들이 책을 읽는 것처럼 들렸기 때

문이다.

11. 여기서 when은 관계부사로 쓰였고 과거에 관한 이야기로 동사는 모두 과거시

제로 쓴다.

12. 주어진 문장은 그곳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뜻으로 it은 앞에서 언급한 

the Statue of Liberty(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킨다.

13. Amy는 지훈이와 함께 가지 않았고 지훈이의 여행에 대해 묻고 있다.

14.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나타내며, 가정법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

면 긍정의 직설법을 써야 한다.

15. 나머지는 모두 would나 could 등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지만, ⑤는 will이 

들어간다.

16.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이다.

17.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현재분사」가 들어간다.

18. ② have → had   ③ names → named   ④ held → holding

19. 나머지는 모두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지만 ⑤는 의문형용사로 쓰였다.

20. •The other day : (과거의) 어느 날

 •by oneself : 혼자서 /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목적)

21. ⓐⓑⓓ 호떡 ⓒ 팬케이크 ⓔⓕ 호떡을 먹을 때 손을 이용하는 것

22. 모래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모래가 아니고 산호 조각들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지

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23. 「as if＋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뜻이다.

24. 왜 멕시코의 바닷물이 깨끗하고 파란지는 알 수 없다.

25. look＋형용사 : ~하게 보이다

26. 윗글에서 El Castillo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찾아 우리말로 쓴다.  

•step : 계단 •in total : 총 합해서

27. they는 앞에 나온 할라피뇨 고추들을 가리킨다.

28. 파히타는 얇은 빵에 싸이고, 할라피뇨 고추는 매우 맵다.

29. 너무 재밌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는 말은 어색하다. excited → scared

30. ⓐ와 ④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나머지는 모두 ‘놓치다’라는 뜻으

로 쓰였다.

| 본문 p. 198~201

01.⑴ ancient ⑵ joke ⑶ experience  02.chance  03.instead 
of  04.We shouldn’t have ordered so much  05. -  -  -   

06.had, could help  07.⑴ had, lamp ⑵ travel, world  08.⑴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would] buy a new bike. ⑵ If I were her, I 
could[would] talk to Tom easily. ⑶ If Jane were here, she could help 
me.  09.⑴ calling → called ⑵ eat → to eat  10.The woman (who 
is) holding a book is my English teacher.  11.should have  12.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13.There are 91 steps on 
each of the four sides.  14.ⓐ at all ⓑ running away  15.Her brother 
told her there was a snake right above her and she was so scared. 

01. •ancient : 고대의 •joke : 농담

 •experience : 경험

02. get a chance : 기회를 얻다

03. instead of : ~대신에 

04. should have＋p.p. : ~했어야 했는데

05. (C) 여름 방학 동안에 어디에 갔었니? 

 (A) 응, 해변에 갔었어. 

 (D) 해변은 어땠니? 

 (B) 형편없었어. 주말 내내 비가 왔거든.

06.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의 형태이다.

07. ⑴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주어＋동사의 과거형, 주어＋조동사의 과거

형＋동사원형」의 형태이다.  

 ⑵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around the world : 전 세계에

08. 각각의 상황을 반대로 바꾸어서 시제에 주의하며 가정법 문장으로 쓰면 된다.

09. 수동태의 형태이므로 called로 바꿔야 한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므로 to

를 붙여야 한다.

10. 능동태의 형태이므로 현재분사를 사용한다.

11. should have＋p.p. : ~했어야 했는데

12. one of＋복수명사 : ~ 중 하나 

13. 윗글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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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ot at all : 전혀 ~않다

 •run away : 달아나다

15. 윗글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해서 쓴다.

| 본문 p. 202

01.[예시답안] I should have taken notes in the class. I shouldn’t 
have bothered my little brother. 등  02.[예시답안] I tried an interesting 
fruit called durian. It is called the king of the fruit. First, it tasted 
strange, but I got to love the taste.  03.[예시답안] Europe / I would 
go to Europe / during winter vacation with my friends / Europe / 
Louvre Museum / see some works of art / try Italian pizza 

01.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should not have p.p. :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02. 과거분사 called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03. 윗글을 참고하여 본인이 가고 싶은 곳과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쓴다.

| 본문 p. 203~204

01.August 1

02.This summer vacation is going to be the best vacation ever. I’m 
going to Cancun, Mexico! 

03.My uncle lives there and my family is going to visit him. 

04.I’m so excited. If I had wings, I would fly!

05.August 5

06.I changed planes three times and it took more than 17 hours! But I 
wasn’t tired. 

07.I saw many movies and had delicious meals. This is what my dad 
looked like on the way there.

08.August 6

09.Wow! This is the beach 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10.Look at the beautiful colors of the beach. The water is so clear and 
blue, and the sand is so white. 

11.You know what? It’s not sand. It is really small pieces of coral. 

12.Here I’m swimming with colorful fish and coral.

13.I felt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14.August 7

15.Guess which country has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16.Surprise! It’s not Egypt, but Mexico! 

17.I went to see the Chichen Itza,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18.This is the El Castillo pyramid there. 

19.This pyramid looks different from the pointy Egyptian pyramids, 
doesn’t it? 

20.Do you know that there are 91 steps on each of the four sides? 

21.If you add the top part as one step, there are 365 steps in total. 

22.My uncle told me that each step represents a day of the year. 

23.After I climbed all the steps, I felt one year older!

24.August 8

25.We went to a Mexican restaurant. I tried a yummy dish called fajitas. 

26.They were just like Korean ssam, but they were wrapped in really 

thin bread called tortilla instead of vegetables. 

27.I also tried jalapeno peppers. 

28.They weren’t long and thin like Korean peppers but short and 
round. 

29.The waiter told me that they were hot, but they looked cute. So I 
tried one.

30.Can you see the fire coming out of my mouth?

31.August 9

32.Have you ever swum in a cave?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33.When we were in the cave, my brother Jiho shouted, “Watch out, 
Sujin! There’s a snake right above you!” 

34.I couldn’t move at all because I was so scared. Luckily, it was only 
a joke. 

35.Later I told Jiho that he had a lizard on his head, but he didn’t 
believe me. 

36.The funny thing is I wasn’t kidding! Look at him running away. 
Haha!!

37.August 10

38.This is a traditional Mayan show! 

39.We danced, sang, and played sports like the ancient Mayans. 

40.This is a man with traditional Mayan body paint. 

41.I think my father looks scarier! / What a great week! 

42.I wish I could stay longer. I’ll miss you,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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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There is a rainbow!

04.After he gets ready for school, he says to his mother, “Did you see 
the rainbow this morning?”

05.She replies, “Yes. It was very pretty, honey. By the way,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It is likely to rain today.”

06.As Minjun is walking to school, down comes the rain.

07.He wonders, “The skies were sunny before. How did Mom know 
that it would rain?”

08.Sunlight looks colorless, but it is actually made up of many different 
colors.

09.When sunlight hits water drops in the air, it goes in different 
directions.

10.That’s the reason why we see the different colors of a rainbow.

11.When rainbows appear, it means there is a lot of water in the air and 
it is likely to rain.

12.Luckily, the rain does not last long, and it is sunny again by the 
afternoon.

13.Minjun plays soccer in gym class.

14.During the game, Minjun scores a goal, and his team wins.

15.He picks up the ball and kisses it like a soccer player.

16.Suddenly he notices there are many lines on the ball.

17.He begins to wonder, “Why do soccer balls have so many lines?”

18.A completely smooth ball would create more air resistance than a 
ball with lines.

19.A ball without lines would not go as far as one with them.

20.That’s why most balls in sports are also not perfectly smooth.

21.After the game, Minjun comes home.

22.He is thirsty, so he puts some ice in a glass and pours some water 
in it.

23.As he is drinking the water, he notices that there are little water 
drops outside the glass.

24.He begins to wonder, “Where do the water drops outside the glass 
come from?”

25.You can’t see the air with your eyes.

26.But, in the air is a little bit of water.

27.The glass is cooler than the air around it, so it cools the air outside 
the glass.

28.When the air is cooled, it changes from gas to water.

29.Minjun can’t wait to go to school tomorrow.

30.He has so many questions that he wants to ask his science teacher.

31.He is so excited that he can’t sleep!

32.As you can see, science can explain the everyday happenings that 
lie around us.

33.The door to science opens when you ask a question. 

34.So don’t be afraid to wonder “Why?”

Everyday Science
3

| 부록 p. 1

Across 4.rainbow  6.experiment   7.inventor  8.happening

Down 1.explain  2.wonder  3.smooth  5.notice

1 Vocabulary 

| 부록 p. 1

 1.그 조용한 마을에서  2.물방울들  3.학교에 가는 것이 기대되다  4.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들  5.오후 무렵에  6.골을 넣어서 득점을 하다  7.위쪽까지, 
꼭대기까지  8.다른 방향들로  9.공기 중에  10.기체에서 액체로  11.약간의 
물  12.오래 지속되다

 

 1.come down  2.with your eyes  3.perfectly smooth  4.a 
completely smooth ball  5. pour some water  6.outside the glass  

7.air resistance  8.in gym class  9.lie around us  10.a ball with lines  

11. put some ice  12.the door to science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2~8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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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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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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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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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is, morning, up, early, looks, outside, There, rainbow  02 ready, 
says, his, see, rainbow, honey, don’t, to  03 walking, school, comes, 
were, sunny, did, Mom, would  04 but, actually, many, different, 
sunlight, directions, reason, rainbow  05 appear, it, water, air, and, rain, 
last, again  06 scores, ball, Suddenly, notices, begins, wonder, Why, 
soccer  07 create, more, than, with, That’s, why, sports, are  08 home, 
thirsty, some, water, outside, glass, begins, drops  09 But, little, cooler, 
so, air, When, is, gas  10 to, has, questions, wants, ask, is, excited, 
sleep  11 see, science, happenings, us, door, ask, question, afraid

4 Master

01.It is just another morning in the quiet town where Minjun lives.

02.He wake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outside the window.

앙콜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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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Honey?
4

| 부록 p. 9

Across 5.model  6.translate  7.subtitle  8.language

Down 1.opera  2.vowel  3.note  4.allow

1 Vocabulary 

| 부록 p. 9

 1.한국어의 아름다운 소리들  2.그런 쉬운 언어  3.한국계 미국인 학생들

을 가르치다  4.음을 길게 늘이다  5.그 자막들을 읽지 않고  6.이해하기 쉬운  

7.남편 또는 아내로 번역하다  8.한국어의 소리들을 사랑하다  9.배우기를 원
하다  10.나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주다  11.매우 많은 오페라들  12.그 모
음 소리를 듣다

 

 1.most Italian words  2.my very wise father  3.follow my Korean 
dramas  4.call each other yeobo  5.a traditional Korean wedding 
dress  6.hope to speak Korean  7.think these beautiful sounds  

8.completely different from English  9.allow the singers to hold  

10.two good examples  11. practice for a culture show  12.notice 
that married couple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0~26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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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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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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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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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was, my, in, because, most, allowed, musical, for  02 taught, at, 
as, thought, beautiful, sounds, used, too  03 are, good, sound, to, 
beautiful, so, with, to  04 day, students, for, culture, brought, so, easy, 
coffee  05 began, part, how, in, That, sounds, dress, say  06 husband, 
to, just, few, on, noticed, in, each  07 to, sometimes, call, husband, 
also, honey, waitresses, their  08 later, ran, him, means, can, don’t, 
realized, or  09 were, such, easy, There, many, that, completely, from  

10 still, of, So, from, and, future, speak, well

4 Master

01.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very wise father why so many 
operas were in Italian.

02.He said it was because most Italian words end in vowels.

03.It allowed the singers to hold a musical note for a long time.

04.Many years later, I taught Korean-American students at a middle 
school in New York.

05.As soon as I heard Korean, I thought these beautiful sounds could 
be used in opera, too.

06.Saranghaeyo, and yeoboseyo are two good examples.

07.You can hear the vowel sound at the end.

08.I wanted to learn to speak the beautiful sounds of Korean so that I 
could better communicate with my students.

09.I also wanted to be able to follow my Korean dramas without 
reading the subtitles.

10.One day my students were practicing for a culture show with 
drama, music, and fashion from Korea.

11.A student brought me a cup of coffee.

12.“Brian, how do you say coffee in Korean?”

13.“커피.”

14.“That’s so easy to remember. That sounds just like coffee.”

15.We began practicing the fashion part of our show.

16.“Brian, how do you say fashion in Korean?”

17.“패션.”

18.“Really? That sounds just like fashion, too.”

19.One student modeled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dress.

20.“How do you say wedding dress in Korean?”

21.“웨딩드레스.”

22.At home, I told my husband the good news.

23.“Honey, I’ll be able to learn Korean in just a few days. It’s just like 
English!”

24.Later on, I noticed that married couples in Korean dramas call each 
other yeobo.

25.The English subtitles translate yeobo to honey.

26.Americans sometimes call their husband or wife honey, and we also 
call our children honey.

27.Some waitresses call their customers honey.

28.A few days later, I ran into Brian and asked him if yeobo means 
honey.

29.“Brian, does yeobo mean honey?”

30.“Well, yes.”

31.“So, I can call you yeobo?”

32.“Oh, no! Ms. Leslie, please don’t call me yeobo.”

33.I realized yeobo only translates to husband or wife.

34.That day, Brian and I were almost crying because it was so funny.

35.Now I realize that Korean is not such an easy language to learn.

36.There are so many part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English.

37.But, I still love the sounds of Korean.

38.So I study Korean almost every day from books, songs, and movies.

39.In the future, I hope to speak Korean just as well as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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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s Like Us
5

| 부록 p. 17

Across 3.chance  6.trap  7.discover  8.trunk
Down 1.injure  2.leftover  4.stick  5.foxy

1 Vocabulary 

| 부록 p. 17

 1.서로에게 친절하다  2.네 스스로 결정하다  3.그녀를 너무 심하게 밀기 
시작하다  4.계속 놀기를 원하다  5.다음의 이야기들을 읽다  6.한 숫여우와 
함께 놀다  7.10년 동안 런던의 같은 집에서  8.Katie를 올려다보다  9.음식

을 얻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10.그 불쌍한 코끼리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

하다  11.땅에서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뽑다  12.그것을 그의 새 친구의 입에 
넣어주다

 

 1.learn at a very young age  2.give him another chance  3.play 
more nicely this time  4.always give them the leftovers  5.finish his 
food in seconds  6.drop some tasty pieces down  7.give up his 
nice, warm bed to Katie  8.injure the tip of his trunk  9.free himself 
from a trap  10.a completely strange elephant  11.go out of their 
way to help other animals  12.feel good when they help others

A

B

2 Collocations

| 부록 p. 18~24
3 Memorize the Textbook.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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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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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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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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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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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learn, age, nice, seem, to, be, for, yourself  02 nice, what, would, walk, 
playing, began, pushing, walked  03 who, keep, playing, rolled, over, 
leave, gave, more  04 lived, for, always, gave, leftovers, would, drop, bowl  

05 Every, finish, drop, to, return, lying, walked, lie  06 tip, while, himself, 
Until, better, help, with, getting  07 injured, walked, stuck, understood, 

wanted, pulled,out, put  08 be, will, go, help, do, likely, feel, help  09 at, 
that, be, discovered, cases, where,to, be  10 nice,would, away, exactly, 
what, playing, with, so  11 who, to, keep, down, meant, nicer, another, 
nicely  12 Above, in, same,them, owner, drop, some, on  13 in, seconds, 
look, at, tasty, down, over, to  14 Helping, injured, his, while, himself, got, 
needed, help  15 up, into, what, poor, So, out, from, it  16 As, nice, out, of, 
way, Why, It’s, that

4 Master

01.We, humans, learn at a very young age that we have to be nice to 
each other. 

02.What about animals? 

03.We have discovered many cases where animals seem to be nice to 
each other. 

04.But do you think animals are really nice? 

05.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decide for yourself. 

06.Foxy Friends

07. If your friend wasn’t nice to you, what would you do? 

08.Maybe you would just walk away. 

09.That’s exactly what a fox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did.

10.A female fox was playing with a male fox. 

11.The male fox began pushing her too hard. 

12.The female fox didn’t like it, so she walked away. 

13.The male, who wanted to keep playing, ran to the female, bowed 
down, and rolled over. 

14.His body language meant, “Don’t leave. I’ll be nicer.” 

15.She gave him another chance, and he played more nicely this time.

16.A Gift from Above

17.A dog named Toby and a cat named Katie lived together in the 
same house in London for ten years. 

18.After dinner, the owner always gave them the leftovers. 

19.The owner would drop some in Toby’s bowl on the floor and some 
in Katie’s dish on the kitchen table.

20.Every night, Toby would finish his food in seconds and look up at 
Katie. 

21.Then Katie would drop some tasty pieces down to the waiting dog. 

22.In return, whenever Toby was lying on his bed and Katie walked 
over, Toby would give up his nice, warm bed to Katie and lie on the 
floor.

23.A Helping Trunk

24.In Kenya, an elephant injured the tip of his trunk while he was 
freeing himself from a trap. 

25.Until his trunk got better, he needed help with getting food. 

26.The injured elephant walked up and stuck his trunk into the mouth 
of a completely strange elephant. 

27.The healthy elephant understood what the poor elephant wanted. 

28.So he pulled out a small tree from the ground, and put it into his 
new friend’s mouth.

29.As you can see, animals can be really nice. 

30.Sometimes, they will go out of their way to help other animals. 

31.Why do they do this? 

32.It’s likely that they feel good when they help others, just like you 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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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exico!
6

| 부록 p. 25

Across  2.represent  5.colorful  6.wonder  7.experience  
8.traditional

Down 1.ancient  3.pointy  4.joke

1 Vocabulary 

| 부록 p. 25

 1.이번 여름 방학  2.17시간 이상 걸리다  3.많은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
사들을 하다  4.작은 산호 조각들  5. 형형색색의 물고기, 산호와 함께 수영하

다  6.세계의 새로운 7대 불가사의들 중 하나  7. 이집트의 뾰족한 피라미드들

과 달라 보이다  8. 모든 계단들을 오르다  9.‘파히타’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다  10. 한국의 고추들처럼 길고 얇은  11.전혀 움직일 수 없다  12.그
가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다

 

 1.represent a day of the year  2.change planes three times  

3.have a lizard on his head  4.the beautiful colors of the beach  

5.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6.have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7.feel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8.add the top 
part as one step  9.on each of the four sides  10.feel one year older  

11.coming out of my mouth  12.the best vacation ever

A

B

2 Col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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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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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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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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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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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dvanced

01 going, be, best, ever, visit, excited, If, had  02 changed, three, more, 
But, what, looked, like, on  03 front, uncle’s, Look, at, water, clear, sand, 
white  04 what, not, coral, colorful, felt, as, if, movie  05 Guess, has, most, 
pyramids, Surprise, see, one, wonders  06 This, different, from, pointy, 
Do, there, each, sides  07 add, as, total, represents, year, climbed, all, 
older  08 tried, called, just, but, really, instead, also, tried  09 weren’t, 

peppers, told, they, were, hot, cute, tried  10 in, an, amazing, experience, 
cave, shouted, Watch, above  11 because, Luckily, joke, Later, told, lizard, 
believe, away  12 played, ancient, traditional, think, What, week, wish, 
could

4 Master

01.August 1

02.This summer vacation is going to be the best vacation ever. 

03.I’m going to Cancun, Mexico! 

04.My uncle lives there and my family is going to visit him. 

05.I’m so excited. If I had wings, I would fly!

06.August 5

07.I changed planes three times and it took more than 17 hours! But I 
wasn’t tired. 

08.I saw many movies and had delicious meals. 

09.This is what my dad looked like on the way there.

10.August 6

11.Wow! This is the beach right in front of my uncle’s house. 

12.Look at the beautiful colors of the beach. 

13.The water is so clear and blue, and the sand is so white. 

14.You know what? It’s not sand. It is really small pieces of coral. 

15.Here I’m swimming with colorful fish and coral. 

16.I felt as if I were in the movie, Finding Nemo.

17.August 7

18.Guess which country has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19.Surprise! It’s not Egypt, but Mexico! 

20.I went to see the Chichen Itza,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the 
world. 

21.This is the El Castillo pyramid there. 

22.This pyramid looks different from the pointy Egyptian pyramids, 
doesn’t it? 

23.Do you know that there are 91 steps on each of the four sides? 

24.If you add the top part as one step, there are 365 steps in total. 

25.My uncle told me that each step represents a day of the year. 

26.After I climbed all the steps, I felt one year older!

27.August 8

28.We went to a Mexican restaurant. 

29.I tried a yummy dish called fajitas. 

30.They were just like Korean ssam, but they were wrapped in a really 
thin bread called tortilla instead of vegetables. 

31.I also tried jalapeno peppers. 

32.They weren’t long and thin like Korean peppers but short and 
round. 

33.The waiter told me that they were hot, but they looked cute. So I 
tried one.

34.Can you see the fire coming out of my mouth?

35.August 9

36.Have you ever swum in a cave?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37.When we were in the cave, my brother Jiho shouted, “Watch out, 
Sujin! There’s a snake right above you!” 

38.I couldn’t move at all because I was so scared. Luckily, it was only 
a joke. 

39.Later I told Jiho that he had a lizard on his head, but he didn’t 
believe me. 

40.The funny thing is I wasn’t kidding! Look at him running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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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41.August 10

42.This is a traditional Mayan show! 

43.We danced, sang, and played sports like the ancient Mayans. 

44.This is a man with traditional Mayan body paint. 

45.I think my father looks scarier! 

46.What a great week! 

47.I wish I could stay longer. I’ll miss you,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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