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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3학년 동아(이병민)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①  02.⑤   03.①  04.③, ⑤  05.①  06.④   07.③  08.②  09.②  
10.④  11.⑤  12.④  13.④  14.④  15.⑤

영역별 문제

01.⑤  02.③  03.⑤  04.⑤  05.③  06.①  07.②  08.④  09.③  10.②   
11.⑤  12.③  13.③, ⑤  14.①  15.③  16.②  17.②   18.④  19.①  
20.①, ③  21.②  22.③  23.②  24.④  25.⑤   26.⑤  27.⑤  28.ⓐ The 
harder ⓑ the better  29.⑤  30.⑤  31.④   32.⑤  33.④  34.①  35.①  
36.in my time of need  37.②  38.⑤  39.friend(s)  40.③  41.④  42.④  
43.④  44.Life is full of surprises.  45.①  46.⑤  47.how to cooked 
→ how to cook  48.④  49.ⓐ diamond ⓑ wherever ⓒ umbrella ⓓ 
what  50.②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③  02.③  03.③  04.②  05.④  06.③  07.④  08.①  09.②   10.④  
11.⑤  12.②  13.④  14.④  15.④  16.①  17.⑤  18.③   19.③  20.③  
21.③  22.②  23.④  24.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25.③  26.a true friend doesn’t always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27.③  28.①  29.⑤  30.③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①  02.④  03.⑤  04.①  05.④  06.②  07.③  08.①  09.⑤  10.②  
11.①  12.③  13.④  14.②  15.⑤  16.①  17.②  18.③  19.⑤  20.③  
21.③  22.①  23.⑤  24.④  25.①  26.①, ③, ⑤   27.ⓐ appreciate ⓑ 
realize  28.⑤  29.⑤  30. most  the more

적중 서술형 

01.appreciate  02.talk to you later  03.ⓐ As soon as possible ⓑ 매
우 중요한 사람 ⓒ FYI ⓓ 본인 스스로 하세요  04.[예시답안]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 What does this mean? / What does this 
word mean? / What do you mean?  05.What is it about?  06.The 
more  07.개가 더 클수록 그는 더 안전하게 느낀다.  08.rich → richer, 
happiest → happier  09.The higher a bird flies, the farther it can 
see.  10.⑴ where to travel ⑵ where he should travel  11.When it 
rains, it pours.  12.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13.I saw 
a foreign student sitting by herself.  14.A true friend doesn’t always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15.⑴ I didn’t know what to do. ⑵ I 
didn’t know what I should do.  16.He[Dongsu] took Hojin’s hand and 
pulled him up.

창의 서술·논술형

01.ears / careful / its / chance / leap / perfect / well  02.⑴ The 
more, the smarter ⑵ The higher, the colder ⑶ the healthier  
03.Hojin 

2lesson Young Diplomats in Korea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②  02.④  03.③   04.①  05.①  06.④  07.⑤  08.①, ②  09.⑤  
10.③  11.①  12.④  13.②  14.⑤  15.④

영역별 문제

01.②  02.③  03.⑤  04.④  05.②  06.③  07.④  08.③  09.①  10.②  
11.①  12.⑤  13.④  14.⑤  15.⑤  16.③  17.③  18.⑤  19.④  20.③  
21.③  22.③  23.①  24.①  25.①  26.③  27.③  28.①  29.②  30.③  
31.③  32.①  33.①  34.ⓐ for me ⓑ of you  35.④  36.⑤  37.①  
38.tenth  39.①  40.⑤  41.④  42.⑤  43.③  44.⑤  45.③  46.③  47. 
Teaching  Korean  English  48.①, ③, ④  49.①, ⑤  50.①, ④, 
⑤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③  02.①  03.③  04.③  05.②  06.①  07.②  08.③   09.②  10.③  
11.moved : 감동한  12.②  13.①   14.③  15.②  16.ⓐ what ⓑ how  
17.⑤  18.①  19.④   20.③   21.what a diplomat is  22.③  23.⑤   
24.①   25.④  26.방구  27.⑤  28.④  29.①  30.①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③  02.②  03.⑤  04.②, ④  05.⑤  06.③  07.⑤  08.③  09.⑤  10.③  
11.how can I represent Korea  12.④  13.③  14.④  15.⑤  16.①  
17.for us  18.③  19.②  20.①  21.④  22.④   23.②  24.③  25.②   
26. Giving  tours  Korean  history  27.②  28.④  29.③   
30.③

적중 서술형 

01.diplomat  02.What makes / Why do  03.How can I  04.for  
05.⑴ easier, thought ⑵ happy  06.Do you know what a diplomat 
is  07.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English.  08.give it a try  
09.regular  10.rest, 해석 1. 나는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 싶
다. 해석2. 의사가 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11. in store  far 
from  tries her best  12.1. moving → to move 2. for → of  13.ⓐ 
represent ⓑ designing ⓒ introduce  14.ⓔ - ⓑ - ⓒ - ⓓ - ⓐ  15.to

창의 서술·논술형

01.⑴ for us ⑵ of them ⑶ for her  02.Minsu：⒜ tours ⒝ English ⒞ 
facial ⒟ expressions ⒠ Korean ⒡ history 
Sora：⒜ Korean ⒝ English ⒞ Room ⒟ nine

1lesson Forever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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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lesson Everyday Science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③  02.③  03.②  04.③  05.②  06.①  07.①  08.①  09.④  10.③  11.④  

12.②  13.⑤  14.⑤

영역별 문제

1.④  2.③  3.③  4.④  5.③  6.④  7.⑤  8.⑤  9.③  10.④  11.①, ②  12.⑤  

13.③  14.③  15.⑤  16.③  17.②  18.④  19.⑤  20.⑤  21.④  22.④  23.④  

24.②  25.①  26.④  27.②  28.②  29.⑤  30.⑤  31.④  32.③  33.②  34.③  

35.⑤  36.①  37.④  38.④  39.③  40.③  41.①  42.④  43.④  44.①  45.④  

46.②  47.④  48.④  49.④  50.③  51.③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③  02.③  03.⑤  04.⑤  05.⑤  06.③, ④  07.①, ②  08.②  09.④  
10.⑤  11.②  12.④  13.③  14.④  15.③  16.⑤  17.ⓐ when ⓑ where  
18.⑤  19.⑤  20.①  21.④  22.⑤  23.down comes the rain  24.⑤  
25.③  26.ⓐ ball ⓑ lines  27.①, ④  28.②  29.In the air is a little bit 
of water  30.⑤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②  02.③  03.④  04.③  05.③, ⑤  06.⑤  07.⑤  08.④, ⑤  09.②  

10.④  11.③  12.④  13.⑤  14.④  15.⑤  16.②  17.⑤  18.③  19.③  20.①  

21.from behind a tree  22.③  23.④  24.②  25.⑤  26.①  27.㉠ with ㉡ 
without  28.②  29.⑤  30.hot water  ice, inside  outside

적중 서술형 

01.rainbow  02.inventor  03.stars  04.dew  05.⑴ last ⑵ lie  06.⑴ made 
up of ⑵ is likely to ⑶ picks up  07.Do you mind / Would you mind  

08.Are you aware / Do you know  09.Of course not, No problem, Go 
ahead. 등  10.where  11.March 23rd is the day when Mike and Kate 
first met.  12.Outside the glass are little water drops.  13.⑴ which, in ⑵ 
up went  14.⒜ is made up of ⒝ picks up ⒞ is likely to  15.1. greater  
greatest 2. lightest  lighter 3. most  more  16.down comes the rain

창의 서술·논술형

01.단어：ⓐ Fill ⓑ Pour ⓒ Hold ⓓ Add 순서：⑵  ⑴  ⑷  ⑶

02.Across 1. sunlight Down 1. water, 2. lines

4lesson Coffee, Honey?

문제로 익히는 교과서 문법

01.①  02.③  03.①, ④  04.④  05.③  06.③  07.⑤  08.③  09.⑤  10.④  

11.②, ③  12.②  13.⑤  14.④

영역별 문제

01.④  02.③  03.⑤  04.④  05.①  06.⑤  07.③  08.⑤  09.⑤  10.③  11.③  

12.⑤  13.③  14.④  15.②  16.⑤  17.①, ③  18.③  19.④  20.④  21.①  

22.③  23.⑤  24.①  25.②  26.③  27.③  28.①  29.①  30.②  31.①  

32.②  33.④  34.①  35.④  36.④  37.②  38.②  39.are so many operas 
in Italian  40.②  41.①  42.②  43.②  44.①  45.④  46.②  47.패션(외래

어)：fashion, 미팅(콩글리시)：date, 피아노(외래어)：piano, 핸드폰(콩글리

시)：cell phone, 원피스(콩글리시)：dress, 아이 쇼핑(콩글리시)：window 
shopping  48.③, ④, ⑤  49.③  50.ⓐ In the future ⓑ That day ⓒ Now  / 
ⓑ → ⓒ → ⓐ

중간고사 리허설 1

01.①  02.③  03.⑤  04.③  05.④  06.⑤  07.⑤  08.looking forward to  

09.⑤  10.⑤  11.③  12.④  13.①  14.④  15.I wonder if[whether] she 
waters the plant.  16.⑤  17.⑤  18.④  19.③  20.④, ⑤  21.②, ③, ④  

22.③  23.③  24. interested  communicate  with  follow  25.⑤  

26.⑤  27.coffee, fashion, wedding dress  28.①  29.④  30.In the future, 
she[Ms. Leslie] hopes to speak Korean just as well as Brian.

중간고사 리허설 2

01.⑤  02.①  03.⑤  04.③  05.①  06.⑤  07.④  08.⑤  09.③  10.③  

11.languages  12.④  13.③  14.②  15.⑤  16.②  17.④  18.①  19.⑤  

20.④  21.④  22.④  23.③  24.③  25.②  26.①  27.④  28.such an easy 
language to learn  29.④  30.④

적중 서술형 

01.translate  02.note  03.⑴ note ⑵ model  04.⑴ in a few days ⑵ 
each other ⑶ ran into  05.how to say  06.can’t wait to  07.am, into  

08.interested in  09.so  10.If[if]  11.I ran into Brian and asked him if 
yeobo means honey.  12.I wanted to learn Korean so that I could better 
communicate with my students.  13.⑴ whether, Did, have ⑵ whether, 
Have, finished  14.⑴ so as to, in order to ⑵ so as not to, in order not to  

15. These days  A long time ago  In the future, 순서： →  → 
  16.I wanted to learn Korean so that I could better communicate with 
my students.

창의 서술·논술형

01.⑴ language -  ⑵ opera -  ⑶ vowel -  ⑷ subtitles -   02.⑴  
⑵   03.coffee → robot  → piano →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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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동아(이병민)

| 본문 p. 7

1.(시합에서) 승자  2.충고, 조언  3.자원봉사 활동  4.표지판, 표시  5.발
포, 사격, 주사, (농구, 축구 등의) 슛  6.득점하다, 점수를 내다, 득점, 점
수, 악보  7.도서관  8.빌리다  9.(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물품, 논설, (문
법) 관사  10.진가를 인정하다, 고마워하다, 감상하다  11.(승부에) 지다  
12.의미하다, 심술궂은, 비열한  13.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14.점수  
15.콘테스트, 대회  16.법정, (테니스 등을 하는) 코트, 대궐, 궁궐, 경기

장  17.경험하다, 경험  18.우정  19.체육관  20.복사하다, 베끼다, 복사, 
사본

Words Test A

| 본문 p. 7

1.upset  2.unexpectedly  3.successful  4.slip  5.saying  
6.realize  7.pull  8.precious  9.pour  10.perfect  11.newspaper  
12.nervous  13.loyal  14.forever  15.foreign  16.follow  
17.explain  18.dirty  19.carefully  20.blanket

Words Test B

| 본문 p. 7

1.~을 우연히 만나다, 부딪히다  2.빵을 만들다  3.~의 필요한 시기에  
4.경연을 개최하다  5.소풍 가다  6.홀로, 혼자서, 저절로  7.막 ~하려던 
참이다  8.조금  9.처음에는, 처음에  10.~ 앞에  11.~을 하다  12.놀라

운 일로 가득한  13.~의 가슴을 아프게 하다  14.돈을 벌다  15.~의 옆
에 서 있다  16.~의 손을 잡다

Phrases Test C

| 본문 p. 9

  1.그 시합에서 지다  2.그녀를 향해 걸어가다  3.그녀에게 말을 걸
다  4.나를 일으켜 세우다  5.약간 긴장한  6.할 시간이 있다  7.힘든 시
간을 가지다  8.모든 것을 함께 하다  9.무엇을 해야 할지 알다  10.숙제

를 하다  11.너에게 최고이다  12.외국인 학생

A

| 본문 p. 9

  1.ask one of my friends  2.my best friend  3.your real 
friends  4.leave the court  5.the old saying  6.English sayings  
7.a ship made of gold  8.the importance of friendship  9.hold 
a writing contest  10.a true friend  11.lose by one point  12.in 
the final game  

B

| 본문 p. 9

  1.stand by their side  2.was about to  3.full of surprises  4.in 
my time of need  5.by hersalf  6.hurt my feelings  7.At first  8.ran 
into

C

| 본문 p. 11

Vocab Test A 1.②  2.③  3.④  4.⑤  5.⑥  6.①

Vocab Test B 1.TTYL  2.UFO  3.ASAP  4.VIP  5.FYI  6.DIY
Vocab Test C 1.③  2.②  3.④  4.①

Vocab Test D   1.friendship  2.appreciate  3.saying  4.contest  

5.advice

1.What’s it about?  2.①, ④  3.⑤  4.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What does it mean?, Can you tell me what it means? 또
는 I’d like to know what it means. / it, means

| 본문 p. 12~13

| 본문 p. 16~17

p.15    ListenListen Up Up  
are, up to,  reading, about, about, best, friend, about, the old 
saying, explain, means, It means, loyal, follow, gives, like, like

p.1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A A  
up to, reading, article, it, It’s, up to, Nothing, listening, about

p.18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A A  
doing, I’m, What’s, about, about

p.1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B B  
ran into, Could, means, means, unexpectedly, met

p.1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B B  
it pours, explain, means, problems, together, happened, 
forgot to

p.14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C C  
Little Women, about, about, interesting

p.16    SpeakSpeak Up Up  
English sayings, Walls have ears, means, careful

p.28    CheckCheck Up Up  
can’t, talking about, sign, what, cooking

| 본문 p. 18

Check_Up A   1.how  2.which  3.what  4.where  5.when
Check_Up B   1.how they should use  2.when you should go  

3.what he should do

Check_Up C   1.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2.The 
higher a bird flies, the farther it can see.  3.The 
more you exercise, the healthier you get.

Forever Friends1lesson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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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 본문 p. 20

 1.what  2.how  3.when  4.how  5.how  6.how  7.how  
8.what  9.how  10.when  11.The more, the less  12.The 
more, the better  13.The higher, the farther  14.The more, the 
smarter  15.The higher, the colder  16.The more, the healthier  
17.The more, the more  18.The more, the better  19.The 
brighter, the happier  20.The richer, the happier  21.The 
larger, the safer  22.The hotter, the more

A

| 본문 p. 21

 1.how  2.what  3.when  4.howA

| 본문 p. 21

 1.what I should do  2.when you should go  3.how you 
should make  4.how to play  5.how you should use

B

| 본문 p. 21

 1.the less  2.the better  3.the farther  4.the smarter  5.the 
colder  6.the healthier  7.the happier  8.the happier

C

| 본문 p. 22~23

01.①  02.⑤   03.①  04.③, ⑤  05.①  06.④   07.③  08.②  09.②  
10.④  11.⑤  12.④  13.④  14.④  15.⑤

01. 방법에 대한 것은 의문사 how를 쓴다.  

how + to부정사 : 어떻게 ~하는지

02.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03.   「의문사 + to부정사」에서는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하고,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에서는 조동사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04.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 when을 써야 하고, 「의문사 + 

to부정사」 또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형태로 쓴다.

05. B의 대답을 보면 다음 주에 갈 예정이므로 A가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는 when이다. 

06.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므로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 better를 

써야 한다. 

07. ① to making → to make  ② what → how 

 ④ the much → the more  ⑤ The latest → The later

08.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다. 남의 것을 베낄수록 적게 배운다는 

뜻이므로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쓰면 된다. 

09.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다.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 잘 친

다는 뜻이므로 well의 비교급 better를 쓰면 된다.

10.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므로 비교급을 써야 한다.

11.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으로 much의 비교급인 more와 little의 

비교급인 less를 써야 한다.

12.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똑똑해지기 때문에 smart의 비교급 smarter가 들어간다.

13.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므로 관사 the 뒤에 비교급을 쓴다. 

farther는 거리가 먼 것을 나타내고, further는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14.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므로 비교급을 쓴다.

15. healthy와 같이 끝이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고치고 er을 써서 비교급을 

만든다.

| 본문 p. 26~27

1.the best, made of gold, best, ship, friendship  2.appreciate, 
importance of, held a, contest, winners  3.Walks in, Walk 
out  4.losing by, with, seconds left, about, score, winning  
5.suddenly, slipped, down, lost, what to, left, get up  6.took, 
pulled, up, No, perfect, in, time of need  7.Have, Be  8.were 
having, saw, sitting by herself, to talk, nervous  9.Finally, 
over to, answered, from  10.asked, to, best friend, to, to, 
that  11.When, Dirty  12.was, didn’t have, do, friends, borrow, 
another, shouldn’t do, The more, the less  13.a little upset, 
hurt, feelings, realized, doesn’t always, what, is best for

| 본문 p. 30~37

01.⑤  02.③  03.⑤  04.⑤  05.③  06.①  07.②  08.④  09.③  10.②   
11.⑤  12.③  13.③, ⑤  14.①  15.③  16.②  17.②   18.④  19.①  
20.①, ③  21.②  22.③  23.②  24.④  25.⑤   26.⑤  27.⑤  28.ⓐ 
The harder ⓑ the better  29.⑤  30.⑤  31.④   32.⑤  33.④  34.①  
35.①  36.in my time of need  37.②  38.⑤  39.friend(s)  40.③  
41.④  42.④  43.④  44.Life is full of surprises.  45.①  46.⑤  
47.how to cooked → how to cook  48.④  49.ⓐ diamond ⓑ 
wherever ⓒ umbrella ⓓ what  50.②

01. ‘어떤 것의 가치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appreciate(이해하다)이다.

02. ③은 ‘기쁜’이란 뜻으로 친구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드는 감정으로 어

울리지 않는다.

03.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지만, ⑤는 유의어이다.

04.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 관계인데, ⑤는 ‘동사 - 형용사(과거분사)’ 관계로 

볼 수 있다. 

 ① 말하다 - 속담, 격언  ② 조언하다 - 조언, 충고 

 ③ 설명하다 - 설명  ④ 이해하다 - 이해

 ⑤경험하다 - 경험이 있는, 능숙한

05. run into(우연히 마주치다) : to meet somebody unexpectedly

06. lea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다의어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남다’는 의미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left는 leave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다.

07. •walk out : 걸어가다(떠나가다)

 •walk in : 걸어오다(다가오다) 

08. 보기의 appreciate는 ‘이해하다’는 의미이고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하다’

의 의미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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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① 너의 친절함에 감사한다. 

 ② 나는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③ 만약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이다. 

 ④ 이제 나는 그 작품의 의미를 이해했다. 

 ⑤ 네가 그들의 편에 선다면 너의 친구들은 매우 고마워 할 것이다.

09.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다.

10. 대답을 살펴보면 ‘It’s about…’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What’s it about?(무엇에 관한 거니?)’이 되어야 한다. 

11. ‘what’s it about?’에 대한 대답은 ‘It’s about…’으로 한다. 

12. 무엇에 대한 노래인지 물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음악이라고 답하는 것이 적

절하다.

13. A가 “‘The Big Apple?’하며 되물었으므로 B가 ‘The Big Apple’에 대한 것”이

라고 답하는 ③, ⑤가 정답이다.

14. ① 무슨 일이니? ②③④⑤는 모두 어떤 것에 관하여 의미를 물어보는 표현이

다. 

15. ① run into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경우에 쓰인다. 

 ② 소년이 소녀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④ 소년은 ‘ran into’의 뜻에 대해서 소녀에게 물어봤다. 

 ⑤ 소년은 최근에 수진을 본 적이 없다. 

16. ‘When it rains, it pours.’는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는 의미의 속담이지 실

제로 비가 오는 상황은 아니다. 

17. 설명(explain)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18. ⓓ 모르는 단어 제시  ⓐ 단어 확인 

 ⓑ 뜻을 묻기  ⓒ 뜻을 답하기

19. ① many는 ‘수’가 많음을, much는 ‘양’이 많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둘 다 

비교급은 more, 최상급은 most이다. 

20. ① much의 비교급은 more, 최상급은 most이다.  

③ few의 비교급은 fewer이며, little의 비교급이 less이다. 

21.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 what이 적절하다.

22. 의문사 what 다음에 to부정사가 와서 ‘무엇을 할지’라는 의미로 쓰였다.

23. •when to go : 언제 갈지 

 •where to go : 어디에 갈지

24. •어디에 가는지 : where to go

 •언제 가는지 : when to go

25. 첫 번째 문장에서는 레스토랑 문 여는 ‘시간’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른 사람

들이 떠나갈 ‘때’를 의미하므로 when을 쓴다. 

26.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27.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에서는 정관사(the) 다음에 비교급을 

쓴다.

28.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 ~하면 할수록 더욱…하다

29. ① → what  ② → to go 

 ③ → to make  ④ → The brighter, the happier

30. 최상급 most가 아니라 비교급 more을 써야 한다.  

⑤ The more dangerous it is, the more exciting it is.(더 위험할수록 더 흥

미진진하다.)

31. 「The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비교급 + 주어 + 동사」 구문인데 ④의 둘 째 

문장에 주어(it 또는 the bird)가 빠졌다. 

 ④ →   The higher a bird flies, the farther it can see.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다.)

32. ⓐ~ⓓ는 ship, ⓔ는 friendship이 들어간다. 

33. 다른 사람들이 떠나도 친구는 함께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34. (B) ‘1점 차로 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과거 진행형이므로 losing이 적절하다.  

(C) ‘우리는 경기에 졌다.’라는 과거시제 문장이므로 lost가 적절하다.

35. 친구의 소중함과 중요함에 대한 제목이어야 한다. 

 ② 가난이 친구를 갈라놓는다. 

 ③ 피는 물보다 진하다. 

 ④ 나쁜 친구보다 좋은 적이 낫다. 

 ⑤ 친구를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36. in my time of need : 내가 필요로 할 때에

37. 지각동사(see, hear, taste, feel 등)가 5형식에 쓰였을 때는 목적격보어 자리

에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가 온다. ⓑ to sit → sit 또는 sitting

38. a little : 조금, 약간

39. 두 글 모두 친구에 대해서 쓴 글이다. 

40. ‘I was very busy and did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를 통해 숙제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① 미나는 친구들과 피크닉을 갔다. 

 ② 외국인 친구는 혼자 앉아 있었다. 

 ③ 미나가 외국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⑤ 민호와 수진이는 친구 사이이다.

42. ‘두 번째, 그들이 필요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상

응하는 문장이므로 ⓓ가 적절하다.

43. 「try to + 동사원형」은 ‘~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A) 우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B) 둘째, 친구가 어려운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44. be full of ~ : ~로 가득하다

45. ① 삶은 한 상자의 초콜릿이다.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②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③ 삶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④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⑤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라.

46.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모델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남자 록스타여서 사진

을 찍지 못했다는 내용이므로 마침내 모델과 사진을 찍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47. how to + 동사원형 : ~하는 방법

48. appreciate는 ‘이해하다’는 뜻으로 쓰였고, left는 leave의 과거분사형으로 ‘남

아있는’의 뜻으로 쓰였다. 

49. 다이아몬드(diamond)는 소중하고 그림자는 어디에 가든(wherever) 같이 가

고, 우산(umbrella)은 힘든 시간동안 보호해 주고, 거울은 내가 무엇(what)인

지 비춰준다. 

50. 민호는 진정한 친구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

고, 호진이는 자신이 필요할 때 친구가 와서 도와준 이야기를 하고, 미나는 친

구가 되기 위해 먼저 다가가 말을 건 이야기를 했다.

| 본문 p. 38~42

01.③  02.③  03.③  04.②  05.④  06.③  07.④  08.①  09.②   
10.④  11.⑤  12.②  13.④  14.④  15.④  16.①  17.⑤  18.③   
19.③  20.③  21.③  22.②  23.④  24.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25.③  26.a true friend doesn’t always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27.③  28.①  29.⑤  30.③ 

01. •saying : 격언, 속담 •old saying : 오래된 격언

 •English saying : 영어 속담

02.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구문으로 빈칸에는 비교급을 써야 한다. ‘높

이’ 새가 난다는 문장이 먼저 나오므로 higher를 쓰고, ‘멀리’ 본다는 뜻으로 

farther를 나중에 쓴다.

03.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의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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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What’s ~ about?’에 대한 대답은 ‘It’s about…’이 되어야 한다.

05. ① 소녀는 표지판의 의미를 알고 있다. 

 ② 소녀는 표지판을 보았다. 

 ③ 소녀는 소년에게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⑤ 그 표지판은 요리가 불가능하다는 표시이다. 

06. ‘What’s it about?’이라고 물었으므로 ‘It’s … about ~’으로 대답할 수 있다.

 <해석> 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야.  ②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야. 

 ③ 사랑에 대한 음악이야.   ④ 이 노래 기억하니? 

 ⑤ 너도 이 노래 꼭 들어 봐야 돼.  

07. B는 “The Big Apple”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① “The Big Apple”은 과일이 아니다. 

 ② “The Big Apple”은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 뉴욕이다. 

 ③ A는 뉴욕이 “The Big Apple.”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고 있다. 

 ⑤ A와 B가 뉴욕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알 수 없다.  

08. 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It’s about…’으로 대답해야 한다. 

09. 설명(explain)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10. ⓓ ‘What does he mean?’은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것이다. 

11. ⓓ 속담 말하기   ⓒ 속담의 뜻 묻기 

 ⓑ 속담의 뜻 설명하기  ⓐ 무슨 일인지 묻기 
 ⓔ 일어난 일 이야기하기

12.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13.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14.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15. lonely (외로운) → lonelier (더 외로운) 

 ⓐ what to do   ⓑ left 

 ⓒ The longer   ⓔ pulled me up

16. ① less ②,③,④,⑤ more

17.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에서는 정관사(the) 다음에 비교급을 

쓴다. 

18. ⓐ 가장 좋은 ship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요? 

 ⓔ 금으로 만들어진 배? 은으로 만들어진 배? 

 ⓓ 세상에서 가장 좋은 ship은 friendship입니다. 

 ⓒ 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스쿨타임지는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다음은 세 명의 우승자들입니다. 

19. 친구는 나에게 다가오고(walk in), 다른 사람들은 떠나간다(walk out).

20.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때 다가와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목과 내

용에서 알 수 있다. 

21.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22. 나머지 문장들은 명사구로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데, ②는 의문사로 쓰였다.

23. ⓐ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라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는 얼굴이 더

러워졌을 때를 의미한다. 

24.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을 활용한다. 

25. 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 

 ② 수진은 그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④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네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준다. 

26. ‘not always’는 부분 부정으로서,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며, 「의

문사 + to부정사」를 사용하여 ‘~하는 것’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27. ‘I thought she was a model.’에서 내가 락스타를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 나중에 다른 사실을 발견했으므로, ‘처음에는’을 뜻하는 at first가 맞다.

29. 나머지는 모두 how가 들어가도 되지만, ⑤는 ‘what to buy (무엇을 살지)’이

다.  

30.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있다.

| 본문 p. 43~47

01.①  02.④  03.⑤  04.①  05.④  06.②  07.③  08.①  09.⑤  10.②  
11.①  12.③  13.④  14.②  15.⑤  16.①  17.②  18.③  19.⑤  20.③  
21.③  22.①  23.⑤  24.④  25.①  26.①, ③, ⑤   27.ⓐ appreciate 
ⓑ realize  28.⑤  29.⑤  30. most  the more

01. ⓐ ‘~와 같은’이라는 뜻의 like가 들어간다. 

 ⓑ every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 취급 해준다. 

 ⓒ 신중하라는 말로 뛰기 전(before)에 살펴야 한다. 

02. ① 비가 온 뒤에 해가 뜬다. 

 ② 비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③ 우산을 놓고 가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④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 

 ⑤ (비가) 쏟아붓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03. ‘like owner like dog’는 Amy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니라 Amy네 개가 

Amy를 닮은 것이다. 

04. ‘A dog is a man’s best friend.’는 ‘Dogs are very loyal to people.’을 뜻한다. 

개는 사람에게 충성스럽다. 

05. ‘Every dog has its day.’는 어떤 사람이라도 언젠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다는 뜻이다. 

06. ⓑ에 대한 대답이 ‘It means …’이므로 ⓑ는 ‘Could you explain what that 

means?’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07. 뒤에 나온 영어 속담을 보아 영어 속담에 대한 사이트임을 알 수 있다. ‘What’s 

it about?’으로 질문하면 ‘It is about…’으로 대답한다.

08. 주어진 두 문장은 의문사 + to부정사 또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

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09. ⓓ 무엇을 하는지 질문하기  ⓐ 무엇을 하는지 대답 

 ⓒ 내용에 대해 물어보기  ⓑ 내용에 대해 대답

10. 나머지는 표지(sign)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데, ②는 들어본 적 있냐고 묻고 

있다.

11. ‘What’s it about?’은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는 표현이고,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은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12. hot → hotter 단모음 다음에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를 비교급으로 변환할 때

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를 붙인다.

13. ⓓ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  ⓐ 메시지 확인 

 ⓒ 설명 요청하기 ⓑ  설명하기  

14.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구문에서는 정관사(the) 다음에 비교급을 

쓴다.

15.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은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 구문으

로 바꿀 수 있으므로 ⓐ에는 아래 문장에 있는 how를 의문사로 넣어 주고,  

ⓑ에는 조동사 should를 동사 앞에 넣어 준다. 

16.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은 ‘~하면 할수록 …하다’라고 해석된다. 

17. ② The older he become, the wiser he will be. (더 나이를 먹을수록, 그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18. ③과 ⓐ에서의 appreciate는 ‘중요성이나 뜻을 이해하다’는 뜻으로 쓰였고, 나

머지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9. •winner : 승자  •winning : 승리하는

 •losing : 지고 있는 중이다 •lost : (시합에서) 졌다

20. ③에서는 ‘떠나다’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남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21. 나머지는 진정한 친구(true friend)와 상응하지만 ③은 ‘작은 친구’란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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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없다. 

22. 나머지는 모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지만 ①만 ask의 목

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23. 외국인 친구에게 말을 걸기 전에 긴장을 했고, 친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

다. 

24. 처음에는(at first) 기분이 상했지만 나중에는(but later) 수진이가 자신을 위

해서 충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가 가장 적절하다.

25. 숙제를 베끼려는 민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내용이다. 

26. ② Jalissa는 캐나다에서 온 학생이다. 

 ④ 민호는 수진의 숙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의 숙제를 베끼려고 했다. 

27. ⓐ 감사하다 ⓑ 깨닫다

28. 나머지는 모두 ‘얻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⑤만 ‘도착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29.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배운다는 의미이므로 둘 다 ‘the more’를 쓴다. 

30. (A)는 가장 좋아한다는 최상급, (B)는 ‘음식이 뜨거울수록 더 좋아한다’는 비교급

을 쓴다. 

| 본문 p. 48~51

01.appreciate  02.talk to you later  03.ⓐ As soon as possible ⓑ 매
우 중요한 사람 ⓒ FYI ⓓ 본인 스스로 하세요  04.[예시답안]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 What does this mean? / What does this 
word mean? / What do you mean?  05.What is it about?  06.The 
more  07.개가 더 클수록 그는 더 안전하게 느낀다.  08.rich → richer, 
happiest → happier  09.The higher a bird flies, the farther it can 
see.  10.⑴ where to travel ⑵ where he should travel  11.When 
it rains, it pours.  12.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13.I 
saw a foreign student sitting by herself.  14.A true friend doesn’t 
always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15.⑴ I didn’t know what to 
do. ⑵ I didn’t know what I should do.  16.He[Dongsu] took Hojin’

s hand and pulled him up.

01. 어떤 것이나 누군가의 중요함이나 가치를 이해하다 

 appreciate : 진가를 인정하다, 이해하다

02. TTYL은 ‘talk to you later’의 약어이다. 

03. ASAP(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빨리’의 약어이고, VIP(Very 

Important Person)은 ‘매우 중요한 사람’의 약어이다. FYI(For Your 

Information)은 ‘당신에게 더 많은 정보를 위해’의 약어이고, DIY(Do It 

Yourself)는 ‘(본인)스스로 하세요’의 약어이다.

04. 소녀가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mean을 사용하여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문장을 써야 한다. 

05. What is it about?(무엇에 관한 것이니?)

06.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이므로 「The + 비교급」을 넣어야 한다.

07. 「The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비교급 + 주어 + 동사」는 ‘~할수록 …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08.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구문이므로 정관사 the 다음에 비교급을 써야 

한다.

09.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 the + 비교급 + 주어 + 동사 : ~할수록 …하다

10. 의문사 + to부정사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으며 

‘어디로 여행할지’라는 의미이므로 의문사 where와 travel을 써서 나타낸다.

11. ‘비가 올 때 소나기처럼 퍼붓는다.’는 뜻이다. 주어가 it이므로 동사 rain과 

pour 뒤에 -s를 붙인다. 

12.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더 ~할수록 더 …하다

13. see는 지각동사로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를 취한다.

14. 빈도부사 always는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위치하고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이다.

15. 의문사 + to부정사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무엇을 해야할지’라는 의미이므로 의문사 what을 써서 나타낸다.

16. 호진이가 넘어졌을 때 동수는 호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

| 본문 p. 52

01.ears / careful / its / chance / leap / perfect / well  02.⑴ The 
more, the smarter ⑵ The higher, the colder ⑶ the healthier  
03.Hojin 

01. 속담과 의미를 연결시킨 표이다.   

•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  Be careful about what you say. 

(말을 조심하라)

 •  Every dog has its day. (모든 개는 자기의 날이 있다) -  Every person 

will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some day. (모든 사람은 언젠가 성

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  Look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보아라) - Think carefully before you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  If you do something 

many times, you will do it well. (무엇인가를 많이 하다보면, 잘하게 될 

것이다.)

02. 「The + 비교급 ~, the + 비교급 …」 ~하면 할수록 더 …하다  

⑴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똑똑해진다. 

 ⑵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⑶ 더 많이 운동할수록 더 건강해진다.  

03. 시합에서 져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호진에게 동수가 다가와 위로해 주는 글이

다. 마지막 문장 “He was a true friend in my time of need.”을 보면 Hojin

이 쓴 제목 “A Friend Is One Who Walks in When Others Walk out”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p. 53~54

01. What kind of ship is the best ship in the world?

02. A ship made of gold? A silver ship? 

03.The best ship in the world is friendship. 

04.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The School Times held a 
writing contest.

05.Here are the three winners.

06.A Friend Is One Who Walks in When Others Walk out

07.Kim Hojin 1st Place 

08.Our basketball team was losing by one point with three seconds left 
in the final game. 

09.I had the ball and was about to score the game winning shot. 

10.Then suddenly, I slipped and fell down. 

11.We lost the game. I didn’t know what to do. 

12.Everyone left the court. I couldn’t get up. 

13.Then my friend Dongsu came to me. 

14.He took my hand and pulled me up. 

15.He said, “Don’t worry. No one is perfect. We’ll win next year.” 

16.He was a true friend in my time of need.

17.To Have a Friend, Be a Friend

18.Park Mina 2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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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My friends and I were having a picnic at the park last year. 

20.I saw a foreign student sitting by herself. 

21.I wanted to talk to her, but I was a little nervous. 

22.Finally, I walked over to her and said, “Hello, my name is Mina. What’
s your name?” 

23.The girl answered, “My name is Jalissa.” Jalissa’s family is from 
Canada. 

24.I asked her to join us. She said, “Really? I’d love to.” 

25.Now, Jalissa is my best friend and we do everything together. 

26.I’m so glad I went to talk to her that day!

27.Only Your Real Friends Tell You When Your Face Is Dirty

28.Lee Minho 3rd Place

29.I was very busy and did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30.So I asked one of my friends, “Can I borrow your homework?” 

31.Then another friend Sujin said, “You shouldn’t do that. The more you 
copy, the less you learn.” 

32.At first, I was a little upset because my friend said something that hurt 
my feelings. 

33.But later, I realized that a true friend doesn’t always tell you what you 
want to hear. 

34.He tells you what is best for you.

2
lesson 

Young Diplomats in 
Korea

| 본문 p. 57

1.역사  2.언어  3.대표하다, 나타내다  4.외교관  5.자원봉사,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하다  6.외국인  7.완전히  8.나라  9.관계  10.주인, 사회자  
11.표정  12.문화  13.감기, 추운  14.조언, 충고  15.대표자  16.나라  
17.기자, 보고하는 사람  18.학년  19.관광, 여행  2.몸짓

Words Test A

| 본문 p. 57

1.special effects  2.unbelievable  3.amazing  4.match  5.medal  
6.design  7.blog  8.introduce  9.mostly  10.host family  11.skill  
12.improve  13.explain  14.share  15.UN (United Nations)  
16.festival  17.clothes  18. sincerely  19.diary  2.acting

Words Test B

| 본문 p. 57

1.노트 필기를 하다  2.A를 B로 바꾸다  3.친구들을 사귀다  4.시도해 보
다  5.발견하다, 생각해내다  6.~와 거리가 먼  7.감동하다, 마음이 움직이다  

8.시합에서 이기다  9.~의 사진을 찍다  10.~와 관계를 맺다  11.일기를 쓰
다  12.감기에 걸리다

Phrases Test C

| 본문 p. 59

  1.한국어를 나누다  2.한 나라의 대표자  3.힘든 일  4.일상에서의 
외교관  5.예비된, 기다리고 있는  6.내 최선을 다하다  7.한국어 센터  
8.토요일 마다  9.한국어를 가르치다  10.영어로 설명하다  11.어떤 재
미있는 이야기들  12.가르치는 자원 봉사를 하다  

A

| 본문 p. 59

  1.give tours  2.use body language  3.advice for our 
listeners  4.Korea history  5.know its history  6.designing 
blogs  7.make new dishes  8.regular people  9.our first 
young diplomat  10.have a really fun class  11. a ninth grader  
12.what kind of volunteer work  

B

| 본문 p. 59

  1.make, friends  2.Take, notes  3.have a cold  4.keep a 
diary  5.was, moved  6.give it a try  7.keep, relationships with  
8.far from

C

| 본문 p. 61

Vocab Test A   one, second, third, five, eight, ninth, tenth, 
twelfth, nineteen, twenty-first, fortieth, ninety, 
hundred

Vocab Test B 1.   2.   3.   4.②  5.③

Vocab Test C   1.represent  2.diplomat  3.volunteer    
4.foreigner  5.culture

1.How can I  2.③  3.①  4.①, ②
| 본문 p. 62~63

정답 영어3학년 동아(이병민).indd   9 2016-11-29   오후 2:59:26



010
3학년 동아(이병민)

| 본문 p. 66~67

p.35    ListenListen Up Up  
was, moved, won, represent, sure, makes, not, at, the only 
way, how can, example, designing, working on, introducing, 
to, easier, give, try

p.3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A A  
Can, something, make, friends, say hi, How, get, should, 
more, anything, Take, notes, well, cold, get better, Make sure

p.3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C C  
been, on, one, the greatest, say that

p.34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D D  
question, Go ahead, make, happy, should

p.36    SpeakSpeak Up Up  
difficult, What makes, completely, from, improve, skills, should 
listen

p.48    CheckCheck Up Up  
can, ask, How, famous writer, read more

p.48  CheckCheck Up Up  
  Have, been, makes, say, almost, at, price 

| 본문 p. 68~69

Check_Up A   1.what  2.when  3.who  4.how  5.if[whether]
Check_Up B 1.for  2.of  3.of  4.for  5.of

Check_Up C   1.틀린 곳이 없다  2.of → for  3.for → of  4.틀린 곳이 
없다

| 본문 p. 70

 1.what  2.what  3.where, lives  4.when  5.when  6.when 
our school trip is  7.who the boy is  8.how  9.how I get to  
10.how  11.how I got  12.for you to study  13.for us to move  
14.for you to exercise  15.for me to find  16.for you to find  
17.of you to carry  18.of you to bring  19.for me to leave  2.of 
you to help

A

| 본문 p. 71

 1.what  2.when  3.who  4.how  5.whetherA

| 본문 p. 71

 1.did they eat → they ate  2.is she crying → she is crying  
3.they where → where they  4.of you → for you  5.for you → 
of you

B

| 본문 p. 71

 1.It is foolish of me to waste my time.  2.It is wise of her to 
tell the truth.  3.It isn’t difficult for me to find the key.

C

| 본문 p. 72~73

01.②  02.④  03.③   04.①  05.①  06.④  07.⑤  08.①, ②  09.⑤  
10.③  11.①  12.④  13.②  14.⑤  15.④

01. 장소에 대한 것은 의문사 where를 쓴다.

02. ‘how Kevin felt when Korea won the gold medal?’은 과거시제이므로 과

거시제 동사들로 연결해줘야 한다. 앞에 나온 동사가 과거이면 과거동사가 뒤

에 오고, 앞에 나온 동사가 현재이면 현재 동사가 뒤에 오면 된다.

03. 의문사는 when이고, 「의문사 + 주어 + 동사」 순서로 와야 하며, 동사의 시제 

등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04. 방법에 대한 질문이므로 how를 의문사로 쓰고, 「의문사 + 주어 + 동사」 순서

를 따른다.

05.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면 whether 또는 if를 쓴다. 

06.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위해 빈칸에 what이 들어가고, 두 번째 문장도 그

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므로 what이 들어간다.

07.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 when을 쓰고, 「의문사 + 주어 + 동사」순서로 문장을 

완성한다.

08. 간접의문문의 동사는 동사 자체를 과거형으로 쓴다. 윗글의 경우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모두 올 수 있으므로 둘 다 정답이다. ④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

니므로 has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9. 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는 경우에만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

어를 「of + 목적격」으로 쓴다. of me → for me

10.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 형태로 쓴다.

11.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면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of 

+ 목적격」 형태로 쓴다.

12.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 형태로 쓴다.

13.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 목적격」 형태로 쓰지만 사람의 성격을 나타

내는 형용사는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가 아니라 of가 오므로 위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14.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는 for를 쓴다.

15. ① when → what ② staying → to stay ③ of you → for you 

| 본문 p. 76~77

1.listeners, host, in store for, what, is, diplomat, representative, 
who, keep, relationships with, talking about, are regular, like, 
To talk, standing by, there  2.here, a, grader, volunteer, do, do  
3.give tours, to foreigners  4.must be  5.far from  6.how, give  
7.try, best, body, facial  8.Any advice, who  9.for, to, more than 
that, history, be able to, its  10.back to  11.let’s  12.language 
center, another, what you do  13.teach, to, every  14.teach the 
classes  15.mostly, explain 16.Any, from  17.Once, that  19.didn’t  
understand at first, change, to  20.sounds like, fun  21.share, 
with, rest  22.Back  23.as, see, don’t have to, UN, help, learn, 
knows, With a little, young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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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80~87

01.②  02.③  03.⑤  04.④  05.②  06.③  07.④  08.③  09.①  10.②  
11.①  12.⑤  13.④  14.⑤  15.⑤  16.③  17.③  18.⑤  19.④  20.③  
21.③  22.③  23.①  24.①  25.①  26.③  27.③  28.①  29.②  30.③  
31.③  32.①  33.①  34.ⓐ for me ⓑ of you  35.④  36.⑤  37.①  
38.tenth  39.①  40.⑤  41.④  42.⑤  43.③  44.⑤  45.③  46.③  
47. Teaching  Korean  English  48.①, ③, ④  49.①, ⑤  
50.①, ④, ⑤

01. ②는 ‘충고’라는 의미이다. 

 ① 외교관   ③ 리포터, 기자 

 ④ 외국인   ⑤ 대표자

02. greater는 great의 비교급이다.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④ 쓰다 - 작가 ⑤ 대표하다 - 대표자

03. 외교관이란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하여 일한다. 

 ① 주최자  ② 전문가  ⑤ 대표자, 대변자

04. volunteer work는 ‘자원봉사활동’을 뜻하며, volunteer는 동사로 ‘자원하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의 의미이다.

05. •make friends：친구를 사귀다

 •say hi：안부를 묻다

06. ③에서의 regular는 ‘규칙적인’의 의미로 ‘regular customer’는 ‘단골손님’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모두 ‘보통의, 평범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07. ④의 설명은 언어(language)에 대한 설명이다.  

④   culture (문화)：the customs and beliefs, art, way of life and social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ountry or group

08. ① represent：대표하다 ② foreigner：외국인 

 ④ culture：문화  ⑤ language：언어

09. 친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으므로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 

how가 적절하다.

10. 질문이 있다는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면 된다. ②은 상대방에게 질문할 것이 있

는지 묻는 표현이다. 

11. ⓐ에는 수업시간에 필기를 권하는 내용이 와야 하고 ⓑ에는 물을 많이 마시라

는 내용이 와야 한다. 

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므로, 쇼핑 리스트를 작성

하기를 권유한다. 

13. ④는 허락 또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나머지 표현들은 질문 내용에 대

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표현들이다. 

14. A는 해리포터가 좋은 영화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표현이 적절하다.

15.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16. ③의 A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는 표현이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았어.’는 적절하지 않다.

17. ⓑ 감기에 걸렸냐는 질문에 ⓓ 그렇다고 대답하며 조언을 구한다.  

ⓒ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 

18. ① 소년은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다. 

 ②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음식들을 판다. 

 ③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마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년이다. 

 ④   소녀와 소년은 같이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할 것을 약속하지 않

았다. 

 ⑤   소년은 새로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음식이 훌륭하다고(wonderful) 말했

기 때문에 맛있다고(delicious)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19. 소년이 여름을 봄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여름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① 소녀가 여름을 싫어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없다. 

 ②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알 수 없다. 

 ③ 소년이 여름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여름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⑤ 소녀는 소년의 말에 동의한다. 

20. B는 A에게 왜 그 신발 가게가 최고인지 물었다. 

 ① B는 신발 가게에 가본 적이 없다. 

 ② A는 그 신발가게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④   A가 그 신발 가게를 좋아하는 것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서이지, 화

려하고 비싼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⑤ B 역시 A처럼 그 신발가게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21. Kevin이 축구가 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묻는 순서가 되어야 하므로 ⓒ가 적절하다.

22.  보미는 “Then how can I represent Korea?”이라고 물어보며 Kevin에게 어

떻게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다.

23. ‘무엇‘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 what이 적절하다.

24. 영화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므로 의문사 when을 넣는다.

25. 호스트 패밀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B는 호스트 패밀리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다. 

 ② 호스트 패밀리가 어디에 사는지. 

 ③ 어떻게 호스트 패밀리를 만날 수 있는지 

 ④ 호스트 패밀리를 찾기 쉬운지. 

 ⑤ 호스트 패밀리가 언제 공항에 도착할지 

26.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을 쓴다. 그러므로 for you와 to 

study가 와야 한다. 

27.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이다. 

 ③의 밑줄 친 부분은 ‘where you are going’이 되어야 한다.

28.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온다. 이때의 동사는 평서문의 

동사와 같이 시제 및 형태가 변화한다. 간접의문문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

이고 현재시제이므로 동사 want의 뒤에 s를 붙인 wants를 써주어야 한다.   

① → Do you know what he wants? 

29.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온다. 그리고 이 때 의문 형용

사인 which는 뒤에 명사를 반드시 수반한다. 즉 「which + 명사」는 ‘명사 중 어

느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위의 ②는 ‘어떠한 TV 프로그램’을 뜻하는 ‘which 

TV program’을 먼저 쓰고 주어와 동사 순서로 ‘you like (most)’를 덧붙이면 

된다.

30.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어」 형태로 오는데, 사람의 특징을 나

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면 「of + 목적어」를 써야 한다.  

① reading → to read  ② to you → for you 

 ④ to following → to follow  ⑤ to beaten → to beat

31. 밑줄 친 for는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다. ③의 for는 ‘~을 위해’라는 

의미로 쓰였다.

32. ‘It’s kind of you to say so.’는 ‘그렇게 말하다니 친절하구나.’라는 의미이므로 

‘You are kind to say so.’와 같은 표현이다.

33.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 what a diplomat 

is라고 쓴다.

34. 첫 번째 그림은 농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일찍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장면이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for + 목적격」을 써 준다. 두 번

째 그림은 다리를 다친 학생을 집에까지 바래다주는 그림이고, 그 학생이 ‘당신

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사람의 성격(nice, kind, rude, foolish)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of + 목적격」을 쓴다. 

35. 상대방이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을 때 ‘계속’의 의미를 표현하는 현재완

료(have + p.p.)를 쓴다.

36. 간접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가 꾸며주는 부분은 의문사와 같이 써주고 뒤이

어 주어와 동사를 붙인다.  how well：얼마나 잘

37. ⓑ giving us a tour (우리에게 여행을 안내해 주다)  

ⓒ were very surprised (매우 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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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알아내다)  

ⓔ young diplomat (나이 어린 외교관)

38. 서수는 기수(ten)에 th를 붙인다.

39. ⓐ in store : 준비가 된, 예비된  

ⓑ for from : 거리가 먼  

ⓒ try one’s best : 최선을 다하다

40. ⓔ 외교관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 답하고 있다. 이어서 ⓓ 일반인들도 외교

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 리포터가 있는 장소를 말하면서 ⓑ 리포터에게 접

선을 시도하고 있다.

41. 경복궁에 대해 외국인에게 영어로 안내를 하고 있는 민수와의 대화이므로 ④

가 적절하다. 

 ① 관광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② 꿈은 이루어진다 

 ③ 세계 시장 동향   ④ 한국의 어린 외교관들

 ⑤ 한국 역사의 중요성

42.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므로 한국어(Korean)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민

수의 영어(English)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몸짓

(body language)과 표정(facial expressions)을 사용한다. 

43. 민수는 9학년이고, 일상생활 속에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9학년이 너무 어

리다던가 외교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44. ⑤에서의 as는 ‘~하듯이’로 해석이 되므로 ‘as you can see’는 ‘볼 수 있듯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45.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don’t need to’와 바꾸어 쓸 수 

있다. 

46. 소라는 주로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영어를 사용

한다. 

47. 소라는 한글을 가르치는(Teaching Korean) 봉사를 하고 있고,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가끔씩 영어(English)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48. 밑줄 친 부분과 ①, ③, ④에서 사용된 rest는 ‘휴식’이라는 뜻이고, 나머지에서 

사용된 rest는 ‘그 밖의, 나머지’라는 뜻이다.

49. 보기와 ①, ⑤는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로 쓰였고 ②, ③, ④는 관계대명

사로 쓰였다.

50. ⓐ의 like는 ‘좋아하다’, ⓑ의 like는 ‘~처럼’의 의미로 쓰였다. 

 ① 그는 신사처럼 행동한다.  ② 야채를 좋아하니?

 ③ 그녀는 공주처럼 보인다.  ④ 나는 테니스를 좋아한다.

 ⑤ 그녀는 마치 나의 어머니 같다. 

| 본문 p. 88~92

01.③  02.①  03.③  04.③  05.②  06.①  07.②  08.③   09.②  
10.③  11.moved : 감동한  12.②  13.①   14.③  15.②  16.ⓐ what 
ⓑ how  17.⑤  18.①  19.④   20.③   21.what a diplomat is  22.③  
23.⑤   24.①   25.④  26.방구  27.⑤  28.④  29.①  30.①  

01. ③ four의 서수는 fourth(4번째)이다.

02. •keep a diary：일기를 (꾸준히) 쓰다

 •keep good relationships with ~：~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03. ③에서 사용된 rest는 ‘휴식’이라는 뜻이고, 나머지에서 사용된 rest는 ‘그 밖의, 

나머지’라는 뜻이다.

04.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문장이 필요하다. 

05. 라이온 킹이 좋은 영화인 이유를 말해야 하므로 ②는 적절하지 못하다. 

 ②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06. ‘What makes you say that?’과 ‘Why do you say that?’은 같은 표현이다. 

07. ‘왜 그렇게 생각해?’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이유를 묻고 있다. 

08. ⓐ에 대한 대답으로 ⓑ가 적절하고 ⓓ에 대한 대답으로 ⓔ가 적절하다. 또한 

ⓑ와 ⓓ 사이에 연결고리도 있다. ⓒ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어머니가 불평

한 일은 이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다. 

09. ⓐ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가봤냐고 묻는 말에 ⓓ 아직 가보지 못했다고 대답하

고 ⓒ 그 레스토랑이 마을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칭찬한다. ⓑ 그렇게 생

각하는 이유를 묻자 ⓔ 음식이 훌륭하고 비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10.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kind, rude, wise, 

foolish 등)가 꾸며줄 때,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를 쓴다.

11. Kevin은 ‘I was so moved when Korea won the gold medal.’라고 이야기 

했다. 

12. (A) 조동사 can 뒤에는 동사원형을 쓴다. 

 (B) ‘be good at’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므로 동명사 designing을 쓴다.

 (C) to 부정사이므로 to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 

13. 간접의문문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도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뜻이 있어

야 한다. ①은 관계부사 where이며, 앞의 선행사(the place)를 꾸며주는 형용

사적 역할을 한다.

14. 앞 문장의 It은 가주어 역할을 한다. 즉, it이 가리키는 것은 ‘to cross the river’

이다. 그러므로 it 자리에 ‘to cross the river’를 써준다. 

15.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for + 목적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 advise → advice 

 ⓒ less than that → more than that 

 ⓓ won’t can → won’t be able to 

 ⓔ their → its

16. 첫 번째 문장은 네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뜻으로, what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한국이 금메달을 땄을 때 Kevin이 ‘어떻게’ 느

꼈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how가 들어가야 한다. 

17.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어」 형태로 오는데, 사람의 특징을 나

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면 「of + 목적어」를 써야 한다. 또한, to 부정사의 형태

를 동명사나, 3인칭 동사 등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① of you → for you 

 ② finishes → to finish 

 ③ spending → to spend 

 ④ for you → of you, to closing → to close 

18.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온다. 이때 동사는 평서문

의 동사와 같이 시제 및 형태가 변화한다. ‘What do you do here?’는 의문문 

형태이므로 앞에 나온 의문문을 만드는 do 동사를 없애고, 평서문의 어순인 

‘What you do here’로 고쳐준다. 

19. ‘be good at’ 다음에는 항상 명사 형태가 와야 하기 때문에 use의 동명사인 

using을 써야 한다. 

20. 미나는 “World Friends Korea”에서 옷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보내는 자원

봉사를 한 적 있다. 

21.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 형태로 쓴다. 

22. (A)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일반 사람들도 외교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but을 쓴다. (B)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actually

를 쓴다, (C)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나서 ‘그렇지만’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but을 쓴다.

23. ‘You won’t be able to talk about Gyeongbokgung if you don’t know its 

history.’의 문장 속에서 경복궁(Gyeongbokgung)을 찾을 수 있다. 즉, 경복

궁의 역사를 모르면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4. Tommy의 말 중 ‘the diplomats we’re talking about today are regular 

people like you and me.’에서 일반인들도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④는 한국의,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머지는 다 한국어(Korean language)

를 뜻한다. 

26. room은 ‘방’이고 nine은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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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라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다. 

 ① 그녀는 노인 분들을 돕고 있다. 

 ② 그녀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③ 그녀는 다른 나라 언어를 그 곳에서 배운다.

 ④ 그녀는 센터에서 책 읽는 것을 즐긴다. 

28. ⓐ에서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준 Mark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에서 외

교관이 되기 위해 UN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앞에 나온 말

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서 그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그 다음에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수사적 의문문

으로 누가 알겠냐고 물어본다. ⓒ 마지막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만으로 외교관

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과 다음 인터뷰 상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며 

마친다. 

29. •regular：보통의, 평범한

 •everyday：일상 생활에서의, 매일의

30. ⓐ 뒤에서부터 VANK 단체가 하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First, Second, Third’

를 통해서 나열되고 있다.

| 본문 p. 93~97

01.③  02.②  03.⑤  04.②, ④  05.⑤  06.③  07.⑤  08.③  09.⑤  
10.③  11.how can I represent Korea  12.④  13.③  14.④  15.⑤  
16.①  17.for us  18.③  19.②  20.①  21.④  22.④   23.②  24.③  
25.②   26. Giving  tours  Korean  history  27.②  28.④  
29.③   30.③

01. ③번을 제외하고 모두 ‘행동 - 행동과 관련된 사람’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③ 요리하다 - 요리하는 기계(밥솥 등) 

02. (A) 9번째를 뜻하는 기수는 ninth이다. (B) regular는 형용사, regularly는 부사

이다. (C) 주어가 I이므로 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03. make new dishes：새로운 요리를 만들다

04. A가 해리포터가 좋은 영화라고 말했으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적절하다.

05. 영어가 어려운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어는 한국어와 구조와 문

법, 발음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배우기 어렵다. 

06. 조언을 구하는 표현은 ‘How can I ~?’로 나타낸다.

07. 조언을 구하고 있으므로 조언을 해주는 표현이 와야 한다. ⑤는 ‘~할 필요 없

다’는 뜻으로 위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08. 어떠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곳을 찾도록 도

와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대화이다. 

09. ⓓ에서 영어가 어렵다고 말하고, ⓐ에서는 그 이유를 물어본다. ⓒ에서 그 이

유에 대해서 대답하고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을 구한다. ⓑ에서는 친구들과 영어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준다. 

10. 축구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므로 ‘is 

not the only way’라고 써야 한다. 

11. 의문사 how를 앞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의문문의 어순대로 조동사 can, 주

어 I, 동사 represent, 목적어 Korea 순으로 쓴다. 

12.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을 쓴다. 그러나 to 부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를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kind, rude, wise, foolish, nice 등)가 

꾸며줄 때, 의미상의 주어 앞에 of를 쓴다. 그러므로 ‘for you’와 ‘of you’가 와

야 한다.

13.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온다. 위의 문장 중 ③은 who

가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오는 순서로 연결된다. 

 [해석] ③ 나는 그에게 누가 제일 첫 번째로 왔는지 물었다. 

 수정：  ① where I am  ② when our school trip is  

④ for us         ⑤ of him

14.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온다. to 부정사의 의무상의 주

어는 「for + 목적어」 형태로 오는데,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올 때

는 「of + 목적어」를 써야 한다. 또한 to 부정사의 형태가 변하면 안 된다. 

 ① where is Helsinki → where Helsinki is 

 ② how represent me Korea → how I represent Korea 

 ③ to solving → to solve 

 ⑤ for you → of you 

15.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이며, 앞 문장에 의문사 where가 

들어갔으므로 의문사 자리에 where를 주어 자리에 ‘the best restaurant’를 

동사 자리에 is를 써 준다. 

16.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이며, 의문사가 들어간 것을 제

외하고는 일반 평서문과 순서가 같다. 그러므로 의문사 how 다음에 ‘I can 

represent’를 써 준다. 

17.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므로 「for + 목적격」 형태로 쓴다. 의미상의 주어

가 ‘우리’이므로 us를 쓰고 앞에 for를 붙인다. 

18. ⓐ 이유를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수동태(be + p.p.)가 왔으므로 ‘~에 의해’라는 뜻의 by가 들어가야 한다.

19. Timothy는 민수가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① 민수는 Timothy에게 불국사 관광을 시켜줬다. 

 ③ 민수는 한국어를 잘 알고 있다. 

 ④ Timothy가 민수에게 편지를 썼다. 

 ⑤ Timothy는 민수가 그의 나라의 훌륭한 어린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20. 전문 외교관이 아닌 일반인 외교관(everyday diplomats, regular diplomats)

을 위한 곳이다.

21. (A) like you and me：너와 나와 같은 

 (B) grow as：~으로 자라다 

 (C)：take pictures of：~의 사진들을 찍다

22. ① 10번째 개최되고 있다. 

 ② 영화제는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③ 영화제에서 유쾌한(funny)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⑤ 후원금이나 모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23. ⓑ의 regular는 ‘규칙적인’이 아닌 ‘보통, 일반의’란 뜻이다. 

24. •keep relationships with：~와 관계를 맺다

 •like：~와 같은 

 •in English：영어로

25.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는 for를 붙이고, 동사 앞에는 to를 붙인다. 

26. 민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giving tour) 일을 하고있고, 그러기 위

해서 한국 역사(Korean history)를 공부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27. (A)의 what은 간접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되었다. ①과 ⑤은 ‘어디에’라는 뜻의 

의문사이고, 간접의문문이 아니다. ③과 ④은 관계부사이며, 앞에 나온 선행사

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8. (B)의 like는 ‘~와 같은’이란 뜻으로 사용됐고, ④의 like는 ‘좋아하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① 너는 꼭 괴물처럼 보이는구나! 

 ② 부전자전 

 ③ 내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④ 나는 딸기를 가장 좋아한다. 

 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다. 

29. 영어로 가르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가 적절하다.

30. 소라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한국어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만 영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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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p. 98~101

01.diplomat  02.What makes / Why do  03.How can I  04.for  
05.⑴ easier, thought ⑵ happy  06.Do you know what a 
diplomat is  07.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English.  08.give 
it a try  09.regular  10.rest, 해석 1. 나는 한국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
유하고 싶다. 해석2. 의사가 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다.  11. in 
store  far from  tries her best  12.1. moving → to move 2. 
for → of  13.ⓐ represent ⓑ designing ⓒ introduce  14.ⓔ - ⓑ - 
ⓒ - ⓓ - ⓐ  15.to

01. 외교관은 ‘자신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일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diplomat : 외교관

02. ‘What makes you say that? / Why do you say that?’은 상대방이 왜 그렇

게 말하는지 이유를 묻는 표현이다.

03. ‘How can I ~?’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표현이다. How can을 붙여쓰고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된다.

04. ⑴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⑵ For example：예를 들어

05. ⑴   easy의 비교급 easier을 쓰고, 문장이 과거 시제이므로 think의 과거형 

thought를 쓴다.

 ⑵   5형식 문장이므로 동사와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어로 형용사가 온다. 

happily라고 쓰면 안 된다.

06. ‘Do you know’를 먼저 쓰고 난 다음 간접의문문의 순서로 「의문사 + 주어 + 

동사」 순서로 쓴다. 

07.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 형태이며, to부정사 앞에 온다. to

부정사인 to study English를 먼저 쓰고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for you를 

쓴다.

08. ‘give it a try’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09. 1. 평범한, 보통의   2. 규칙적인, 정기적인

10. rest가 1번 문장에서는 ‘나머지’의 뜻으로 쓰였고, 2번 문장에서는 ‘휴식’이라

는 뜻으로 쓰였다. 

11. (A)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in store)는 의미이다.    

(B) 완벽과는 거리가 먼 (far from) 소녀이다.    

(C)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try her best). 이 때, one’s를 그녀의 소유격인 

her로 바꿔 준다. 

12. 1.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us)가 있으므로 moving을 to move로 고

친다. 

 2.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kind)가 왔으므로 의미상의 주어를 for가 

아닌 of로 쓴다.

13. ⓐ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으로 써준다.     

ⓑ 전치사 at 뒤에 명사 형태인 동명사로 써 준다.    

ⓒ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원형을 써 준다. 

14. ⓔ에서 환영인사(welcome)를 하고 있고, ⓑ에서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소

개해 주기로 한다. ⓒ, ⓓ, ⓐ는 본격적인 소개 내용이며 first, second, third

를 따라 배열하면 된다.

15. 괄호 뒤에 동사가 있으므로 to부정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to를 쓴다.   

•be surprised + to 부정사 : ~해서 놀라다    

•be surprised + by 명사 : ~에 놀라다

| 본문 p. 102

01.⑴ for us ⑵ of them ⑶ for her  02.Minsu：⒜ tours ⒝ English 
⒞ facial ⒟ expressions ⒠ Korean ⒡ history 
Sora：⒜ Korean ⒝ English ⒞ Room ⒟ nine

01.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으로 표시하고, 사람의 성질 등

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 「of + 목적격」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⑴, ⑶번은 

「for + 목적격」을 쓰지만 ⑵번은 「of + 목적격」으로 써야 한다. 

02. 민수 : 외국인들에게 경북궁 ⒜안내를 하고 주로 ⒝ 영어를 사용하지만 ⒞⒟표

정을 이용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국

의 ⒡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소라 : 매주 토요일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치며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가끔 ⒝영어를 사용한다. 때때로 학생

들은 ⒞⒟‘방구’와 같은 재미난 것들을 이야기 한다.

| 본문 p. 103~104

01.Tommy: Hello, listeners. This is Tommy, your host.  

02.We have a great show in store for you today. 

03.Do you know what a diplomat is? 

04.A diplomat is a representative of a nation who works to keep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05.But the diplomats we’re talking about today are regular people like 
you and me. 

06.To talk to our first young diplomat, our reporter is standing by at 
Gyeongbokgung. 

07.Are you there, Lisa?

08.Lisa: Yes, I’m here with Minsu, a ninth grader. 

09.What kind of volunteer work do you do here, Minsu?

10.Minsu: I give tours of Gyeongbokgung to foreigners in English.

11.Lisa: Wow! Your English must be perfect.

12.Minsu: Actually, it’s far from perfect.

13.Lisa: Then how do you give the tours in English?

14.Minsu: I just try my best, but sometimes I have to use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s.

15.Lisa: I see. Any advice for our listeners who want to give English 
tours?

16.Minsu: Sure. It’s important for you to study English. 

17.But more than that, you need to study Korean history. 

18.You won’t be able to talk about Gyeongbokgung if you don’t know its 
history.

19.Lisa: Thanks a lot, Diplomat Minsu. Now back to you, Tommy.

20.Tommy: Thanks, Lisa. Now let’s go to Mark in Gumi. Mark?

21.Mark: This is Mark in Gumi at a Korean language center with Sora, 
another ninth  grader. 

22.Sora, can you explain what you do here?

23.Sora: I volunteer to teach Korean to foreigners every Saturday.

24.Mark: Do you teach the classes in English?

25.Sora: No. I teach mostly in Korean. 

26.But when the students don’t understand, I explain in English.

27.Mark: That’s smart. Any interesting stories from your classroom?

28.Sora: Let’s see. Once, a student said that she doesn’t like “room 
nine.”

29.Mark: Room nine?

30.Sora: I also didn’t understand at first. 

31.If you change “room nine” to Korean, you’ll understand.

32.Mark: Aha! It sounds like you have a really fun class.

33.Sora: Thanks. I want to share Korean with the rest of the world!

34.Mark: Thanks so much, Diplomat Sora. Back to you, Tommy.

35.Tommy: Thanks, Mark. Well, as you can see, you don’t have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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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UN to be a diplomat. 

36.You just have to help others learn more about your country. 

37.Who knows? With a little hard work, you could be the next young 
diplomat  we visit.

3
lesson 

Everyday Science

| 본문 p. 107

1. 방울, 하락,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2.지구  3.실험  4.발명가  5.지속하다, 
계속하다, 지난, 마지막의  6.눕다, ~에 놓여 있다, 거짓말하다, 거짓말  7.가
벼운, 빛  8.선, 줄  9.운 좋게, 다행히도  10.알아채다, 인지하다, 통지  11.밖
에  12.완전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13.붓다, 따르다, 쏟다  14.조용한  

15.무지개  16.설명하다  17.채우다  18.초점을 맞추다, 집중하다  19.기체, 
가스, 휘발유  20.일, 사건

Words Test A

| 본문 p. 107

1.completely  2.container  3.reply  4.resistance  5.score  6.set  

7.smooth  8.add  9.air  10.appear  11.aware  12.colorless  

13.cool  14.create  15.direction  16.sunlight  17.thirsty  18.wonder  

19.actually  20.hit

Words Test B

| 본문 p. 107

1.~로 구성되어 있다  2.~일 것 같다  3.청력을 잃다  4.~하는 것을 두려워하

다  5.~하는 한, ~만큼 먼 (멀리)  6.어서 하렴.  7.~을 준비하다, ~할 준비가 
되다  8.A를 B로 변화시키다  9.가까이에 있다, 다가오다  10.그것이 ~하는 
이유이다.  11.메모를 하다  12.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13.~을 줍다, 고르

다  14.고금의, 지금껏, 전무후무한

Phrases Test C

| 본문 p. 109

 1.아래로 내려오다, (비가) 내리다  2.너의 눈으로, 눈으로 직접  3.완벽하

게 매끈한  4.완전하게 매끈한 공   5.약간의 물을 붓다  6.유리컵 밖의  7.공
기 저항  8.체육 수업에  9.우리 주변에 놓여 있다  10.선들이 있는 공  11.약
간의 얼음을 넣다  12.과학의 문, 과학으로의 통로

A

| 본문 p. 109

 1.in the quiet town  2.water drops  3.can’t wait to go to school  

4.everyday happenings  5.by the afternoon  6.score a goal  7.to the 
top  8.in different directions  9.in the air  10.from gas to water  11.a 
little bit of water  12.last long

B

| 본문 p. 109

 1.as far as  2.gets ready for  3.changes from, water  4.lose his 
hearing  5.That’s the reason why  6.is, made up of  7.is likely to  8.of 
all time

C

| 본문 p. 111

Vocab Test A 1.cleaner  2.dirtier  3.prettiest  4.best  5.more
Vocab Test B 1.①  2.④  3.②  4.③

Vocab Test C   1.explain  2.inventor  3.notice  4.rainbow  
5.wonder

1.Do you mind / Would you mind  2.④  3.②  4.⑤
| 본문 p. 112~113

| 본문 p. 116~117

p.5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1.Excuse, mind, not  2.do, mind, library, I’m sorry
p.55  ListenListen Up Up
    mind if, change, Not, Go, ahead, something, about, greatest, 

of, Did, know, lose, hearing, somewhere, are, aware, actually, 
losing, focus on

p.5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mind if, turn down, to read, Not, all
p.53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B B
    pet, friendly, loyal, prefer, to, cleaner, aware, themselves, 

know
p.54  ListenListen and and Speak Speak C C
  ask, favor, mind if, take a memo, Of cours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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