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정답 및 해설

본책  pp. 8~9
정   답 1  ③     2  ④     3  (1) T  (2) T     4  ③

1 케이크에 초를 꽂는 생일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제로는 ③이 가장 알맞다.

2 ‘그러나 아마도 독일인들이 초를 꽂은 케이크를 생일 전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고대 그

리스의 최초의 케이크 초에 대한 내용과 1700년대에 아이들의 생일을 케이크로 축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사이인 

④에 오는 것이 가장 알맞다.

3 (1) 문장 ⑤를 통해 알 수 있다.

 (2) 문장 ⑧을 통해 알 수 있다.

4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 ⑪에서 아이들이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나타낸다고 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Cake with candles / is a fun birthday tradition. / ②  But / how did it begin? / ③  Cake 
                 초를 꽂은 케이크는    재미있는 생일 전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with candles / dates back / to ancient Greece. / ④  The ancient Greeks / were probably the  
초를 꽂은 케이크는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마도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first / to put candles on cake. / ⑤  They gave gifts / to Artemis, / the goddess of the moon. / 
것이다  케이크에 초를 꽂은                           그들은 선물을 바쳤다   아르테미스에게    달의 여신인 

⑥  They gave her / small cakes with candles. / ⑦  The candles made the cakes / glow like the  
      그들은 그녀에게 바쳤다  초를 꽂은 작은 케이크를                   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달처럼 빛나게

moon. / ⑧  Some people believed / that smoke from candles / carried prayers / to heaven. /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                초에서 나온 연기가                         기도를 실어 나른다고   하늘로

However, / Germans probably made / cake with candles / a birthday tradition. /  
           그러나              독일인들이 아마도 만들었을 것이다      초를 꽂은 케이크를              생일 전통으로             

⑨  In the 1700s / they started celebrating / children’s birthdays / with cake. / ⑩  Parents
      1700년대에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생일을                    케이크로                   부모는 

served a cake / with the same number of candles / as the child’s age plus one. / ⑪  It  
케이크를 내었다          같은 수의 초와 함께                          아이의 나이에 하나를 더한 것과 (같은)     그것은 

represented / the parents’ hope / for their children / to live longer. /
나타냈다              부모의 바람을                 그들의 아이들이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초를 꽂은 케이크는 재미있는 생일 전통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초를 꽂은 케이크는 고대 그리스

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케이크에 초를 꽂은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선물을 바쳤다. 그들은 그녀에게 초를 꽂은 작은 케이크를 바쳤다. 초는 케이크를 달처럼 빛나게 만들었

다. 어떤 사람들은 초에서 나온 연기가 기도를 하늘로 실어 나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마도 독일인들이 초를 꽂은 케이크를 생일 전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1700년대에 그들은 케이크로 아이

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아이의 나이에 하나를 더한 것과 같은 수의 초를 꽂아 케이크를 내어 주었다. 그

것은 아이들이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나타냈다.

SEC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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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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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①  Cake with candles is a fun birthday tradition.

 문장의 주어가 단수 명사인 Cake이므로 단수형 동사 is가 쓰였다. 

 with candles는 Cak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④  The ancient Greeks were probably the first to put candles on cake.

 to put은 ‘꽂은’의 의미로, 명사구 the first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⑤  They gave gifts to Artemis, the goddess of the moon.

 Artemis와 the goddess of the moon은 동격 관계로, 콤마(,)는 동격을 나타낸다.

⑥  They gave her small cakes with candles.

 「give A B」는 ‘A에게 B를 주다’의 의미로, her이 A, small cakes with candles가 B에 해당한다.

⑦  The candles made the cakes glow like the moon.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은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⑧  Some people believed [that smoke from candles carried prayers to heaven].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  ]는 동사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However, Germans probably made cake with candles a birthday tradition.

 「make A B」는 ‘A를 B로 만들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cake with candles가 A, a birthday tradition

이 B에 해당한다.

⑨  In the 1700s they started celebrating children’s birthdays with cake.

 「start + v-ing[to-v]」는 ‘~하기 시작하다’의 의미이다.

⑪  It represented the parents’ hope for their children to live longer.

 for their children은 to부정사(to live)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to live는 ‘살기 (바라는)’의 의미로, 명사구 the parents’ hop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

다. 

본책  pp. 10~11

정   답 1  ⑤     2  ②     3  (1) hurt  (2) unique

1 비문이 개의 신원 확인에 효과적임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비문: 개의 신원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가장 알맞다.

① 캐나다의 잃어버린 개들 ② 개들은 왜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가?

③ 개의 비문을 등록하는 방법 ④ 마이크로칩이 개들에게 왜 좋은가

2 개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문의 장점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개가 인간보다 더 민감한 코를 가졌다고 말하는 

내용의 (b)는 어색하다.

3 유일무이한     변하다     똑같은     아프게 하다

개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꼬리표와 목걸이 마이크로칩 비문

쉽게 분실될 수 있다. 개의 몸속에 넣으면 개를 (1) 아프게 할 

수 있다.

각 개에게 (2) 유일무이하다.  

채취하기 쉽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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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직   독

직   해

①  Every fingerprint is unique. / ②  Each dog’s nose print is unique too! / ③  Look at 
                 모든 지문은 유일무이하다                            각 개의 비문도 유일무이하다                   

a dog’s nose / closely. / ④  You can see lines. / ⑤  They can help us / find lost dogs. / ⑥  In 
개의 코를 보아라    주의해서           선들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잃어버린 개를 찾도록

Canada, / people already use / these patterns / to identify dogs. /
캐나다에서    사람들은 이미 이용한다      이 무늬를                  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⑦  Tags and collars / are often used, / but they can be lost or stolen. / ⑧  Some owners 
                꼬리표와 목걸이가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다  어떤 견주들은 

also use / microchips. / ⑨  They are put / inside dogs. / ⑩  This can hurt them. / ⑪  Microchips 
또한 사용한다  마이크로칩을         그것들은 넣어진다  개의 몸속에              이는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은

can also break. / ⑫  So, many people think / nose prints are better. / (⑬  Dogs have more 
또한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비문이 더 낫다고                                개는 더 민감한 

sensitive noses / than humans. /) ⑭  Dogs’ nose prints don’t change / as dogs get older. / 
코를 가지고 있다          인간보다                      개의 비문은 변하지 않는다                            개가 나이가 들면서

⑮  They can’t be removed either! / ⑯  Also it’s easy and painless / to collect nose prints. / 
      그것들은 제거될 수도 없다                        또한 쉽고 고통이 없다                         비문을 채취하는 것은

⑰  So, / dog owners, / hurry up / and register them! /
     그러니  견주들이여           서둘러라        그리고 그것들을 등록하라

모든 지문은 유일무이하다. 각 개의 비문도 유일무이하다! 개의 코를 주의해서 보아라. 선들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개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캐나다에서 사람들은 이미 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무늬를 이용한다.

꼬리표와 목걸이가 흔히 사용되지만, 그것들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다. 어떤 견주들은 또한 마이크로칩을 사

용한다. 그것들은 개의 몸속에 넣어진다. 이는 그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은 또한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많

은 사람들이 비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개는 인간보다 더 민감한 코를 가지고 있다.) 개의 비문은 개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제거될 수도 없다! 또한 비문을 채취하는 것은 쉽고 고통이 없다. 그러니 견주들이여, 서둘러서 

비문을 등록하라!

구   문 

해   설 

③  Look at a dog’s nose closely. 

 동사원형 Look이 문장 맨 앞에 와서 명령문으로 쓰였다. 

⑤  They can help us find lost dogs. 

 「help + 목적어 + 동사원형[to-v]」은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이다.

⑥  In Canada, people already use these patterns to identify dogs. 

 to identify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⑦  Tags and collars are often used, but they can be lost or (be) stolen.

 be lost와 (be) stolen은 각각 ‘분실되다’와 ‘도난당하다’의 의미로, 「be + p.p.」의 수동태이다. 이 둘은 접속

사 or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⑫  So, many people think [(that) nose prints are better].

 [  ]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본  문

해  석



정답 및 해설     5  

⑭  Dogs’ nose prints don’t change as dogs get older. 

 as는 ‘~함에 따라’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이다.

⑮  They can’t be removed either! 

 either는 ‘~도 (그렇다)’의 의미로 주로 부정문에서 쓰인다.

⑯  Also it’s easy and painless to collect nose prints. 

 it은 가주어이고, to collect nose prints가 진주어이다.

본책  pp. 12~13

정   답 1  ②     2  브로콜리같이 생긴 나무가 꼭대기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3  ③     4  나무를 둘러서 열린[위가 뚫린] 지붕이 있

는 역을 건설한 것

1 꼭대기 밖으로 나무가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일본의 카야시마역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거

대한 나무가 있는 독특한 역’이 가장 알맞다.

① 일본의 오래된 신성한 나무 ③ 왜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를 베었는가

④ 카야시마역의 불운 ⑤ 세계의 특별한 기차역    

2 문장 ③을 통해 알 수 있다. 

Q: 카야시마역은 왜 색다른가?

3 ③: 문장 ⑦에서 시에서는 역을 확장하기 위해 나무를 베기를 원했다고 했다. 

①은 문장 ①에, ②는 문장 ⑤에, ④는 문장 ⑧에, ⑤는 문장 ⑬에 언급되어 있다.

4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Kayashima Station in Japan / was built / in 1910. / ②  This station is a little 
                 일본의 카야시마역은                             건설되었다        1910년에              이 역은 조금 색다르다

unusual. / ③  A broccoli-like tree / pokes out of the top! / ④  It is called / the Big Kusu Tree. / 
     브로콜리같이 생긴 나무가    꼭대기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것은 불린다    큰 큐슈 나무라고     

⑤  It is at least 700 years old. / 
      그것은 최소한 700년이 되었다

⑥  At first / the tree was next to the station. / ⑦  But in 1972 / the city wanted / to cut 
                처음에         그 나무는 역 옆에 있었다                                    하지만 1972년에  시는 원했다                 나무를 

down the tree / to expand the station. / ⑧  The local people thought / the tree was holy. / 
베기를                       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⑨  They believed / cutting it down / would bring bad luck. / ⑩  The people protested, / and 
      그들은 믿었다           그것을 베는 것이          불운을 가져올 거라고                      사람들은 항의했다                 그리고 

city officials found / a different solution. / ⑪  They built the station / around the tree / with 
시 공무원들은 찾았다          다른 해결책을                             그들은 역을 건설했다  나무를 둘러서 

an open roof. / 
열린 지붕이 있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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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The tree continues to grow / out of the station.  / ⑬  Now / many people come / 
                나무는 계속해서 자란다        역 밖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온다             

and show respect / to the tree. /
그리고 경의를 표한다       나무에 

일본의 카야시마역은 1910년에 건설되었다. 이 역은 조금 색다르다. 브로콜리같이 생긴 나무가 꼭대기 밖으로 튀어

나와 있다! 그것은 큰 큐슈 나무라고 불린다. 그것은 최소한 700년이 되었다. 

처음에 그 나무는 역 옆에 있었다. 하지만 1972년에 시에서는 역을 확장하기 위해 나무를 베기를 원했다. 지역 사

람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을 베는 것이 불운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항의했고, 시 

공무원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은 나무를 둘러서 열린 지붕이 있는 역을 건설했다. 

나무는 역 밖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무에 경의를 표한다.

구   문 

해   설 

①  Kayashima Station in Japan was built in 1910. 

 was built는 ‘건설되었다’의 의미로, 「be + p.p.」의 수동태이다. 

④  It is called the Big Kusu Tree. 

 「A be called B」는 ‘A는 B라고 불리다’의 의미이다.

⑦  But in 1972 the city wanted to cut down the tree to expand the station. 

 「want + to-v」는 ‘~하기를 원하다, ~하고 싶어하다’의 의미이다.

 to expand는 ‘확장하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⑧  The local people thought [(that) the tree was holy]. 

 [  ]는 동사 though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⑨  They believed [(that) cutting it down would bring bad luck].

 [  ]는 동사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cutting it down은 명사절의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이다.

⑫  The tree continues to grow out of the station. 

 「continue + to-v[v-ing]」는 ‘계속 ~하다’의 의미이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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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     2  ⓐ     3  ⓒ     4  ②     5  ②     6  carry     7  hurt     8  build     
9  date(s) back to     10  cut down

문 제 

해 설

[1-3]

1 unique(유일무이한, 독특한) - ⓑ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와 같지 않은 

2 glow(빛나다) - ⓐ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다

3 tradition(전통) - ⓒ 오랜된 믿음 또는 무언가를 하는 방식

4 begin(시작되다[하다])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② ‘start(시작되다[하다])’이다.

나의 수영 수업은 5시에 시작되어 6시에 끝날 것이다.

① 멈추다   ③ 변화하다   ④ 계속하다[되다]   ⑤ 등록하다

5 collect(모으다, 수집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② ‘gather(모으다)’이다.

의사는 200개의 혈액 샘플을 모을 것이다. 

① 찾다   ③ 제거하다   ④ 믿다   ⑤ (신원을) 확인하다

[6-8]

잃어버리다     짓다, 건설하다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제공하다, 차려 주다     나르다, 전하다   

6 바람이 꽃씨를 멀리 나를 것이다.    

7 지나친 운동은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   

8 그 쇼핑몰을 짓는 데 3년이 걸렸다.   

9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date back to   

10 베어 쓰러뜨리다: c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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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18~19
정   답 1  ④     2  적혈구가 피부 아래로 모이는 것     3  (1) T  (2) F     4  ②

1 혈관 파열로 멍이 생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멍이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제로는 ④가 가장 알맞

다.

2 바로 앞의 문장 ⑧의 내용을 가리킨다.

3 (1)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2) 문장 ⑮에서 대부분의 멍은 2-3주 있으면 사라진다고 했다.

4 문장 ⑫-⑬에 언급되어 있다. 

멍은 몸이 피를 흡수하면서 치유된다. 

① 형성된다   ③ 더 오래 지속된다   ④ 더 커진다   ⑤ 고통스러워진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Look out!” / ②  A baseball f lies at you. / ③  Ouch! / ④  It hits your leg / hard! /  
                  조심해                       야구공이 당신에게 날아든다                 아야                그것이 당신의 다리를 친다  세게    

⑤  That will leave a bruise. /
      그것은 멍을 남길 것이다

⑥  But, / what exactly is a bruise? / ⑦  When you are injured, / blood vessels under 
                 그런데   멍이 정확히 무엇인가                             부상을 입을 때                            피부 아래의 혈관이 

your skin / sometimes break. / ⑧  Red blood cells gather / under your skin. / ⑨  This forms 
                      때때로 파열된다                     적혈구가 모인다                         피부 아래로                         이것이 멍을 

a bruise. / ⑩  A bruise might be / blue, red, or purple. / ⑪  The color depends on / the 
만든다                  멍은 ~일 수 있다                   파란색, 빨간색, 또는 보라색            색은 ~에 달려 있다         

number of blood cells. / ⑫  It changes / as the bruise heals. / ⑬  Your body absorbs the 
혈액 세포의 수                                    그것은 변한다     멍이 치유되면서                           몸이 피를 흡수한다 

blood, / and your bruise might become / green or yellow. / ⑭  After a week, / your bruise 
                 그러면 멍은 될지도 모른다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일주일 후에             멍은 

will probably become / light brown. /
아마도 될 것이다                      연한 갈색이

⑮  Most bruises disappear / in two or three weeks. / ⑯  If a bruise lasts longer, / go to 
                대부분의 멍은 사라진다                2-3주 후에                                    멍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the doctor! / 
진찰을 받아라

“조심해!” 야구공이 당신에게 날아든다. 아야! 그것이 당신의 다리를 세게 친다! 그것은 멍을 남길 것이다.

그런데, 멍이 정확히 무엇인가? 부상을 입을 때, 피부 아래의 혈관이 때때로 파열된다. 적혈구(붉은 혈액 세포)가 피

부 아래로 모인다. 이것이 멍을 만든다. 멍은 파란색, 빨간색, 또는 보라색일 수 있다. 색은 혈액 세포의 수에 달려 있다. 

멍이 치유되면서 색이 변한다. 몸에서 피를 흡수하면, 멍은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될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에, 멍은 아마

SECTION 02

1
문   제

해   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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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한 갈색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멍은 2-3주 있으면 사라진다. 만약 멍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진찰을 받아라!

구   문 

해   설 

⑦  When you are injured, blood vessels [under your skin] sometimes break. 

 when은 ‘~할 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  ]는 앞의 명사 blood vessel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⑪  The color depends on the number of blood cells.

 「the number of＋복수 명사」는 ‘~의 수’를 의미한다. 

⑫  It changes as the bruise heals.

 as는 ‘~함에 따라’의 의미인 접속사로 쓰였다.

⑯  If a bruise lasts longer, [go to the doctor]!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  ]는 동사원형 go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다.

본책  pp. 20~21

정   답 1  ②     2  ④     3  pocket watches     4  청바지 회사가 본래의 디자인을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1 과거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가 회중시계를 넣는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청바지

에 있는 작은 주머니의 유래’가 가장 알맞다.

① 최고의 회중시계 고르기   ③ 1800년대 일꾼들은 무엇을 입었는가?

④ 누가 주머니가 있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들었는가? ⑤ 세계 최초의 청바지 회사  

2 과거에는 일꾼들이 회중시계를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유용한’이 가장 알맞다. 

① 거대한   ② 비어 있는   ③ 독특한   ⑤ 형형색색의

3 문장 ⑦-⑧에 언급되어 있다.

청바지에 있는 아주 작은 주머니는 일꾼들의 회중시계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4 문장 ⑩-⑪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Have you seen strange, tiny pockets / on your jeans? / ②  You cannot put much / in 
                이상하고 아주 작은 주머니를 본 적이 있는가           청바지에 있는                  당신은 많은 것을 넣을 수 없다     

them. / ③  So, / what are they for? / ④  Well, / back in the late 1800s, / people had pocket 
그것들 안에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1800년대 후반에                사람들은 회중시계를 

watches! / ⑤  Workers usually put their watches / in their vests. / ⑥  But / their watches 
가지고 다녔다        일꾼들은 보통 그들의 시계를 넣었다                      조끼 안에                        하지만  그들의 시계가 

often fell out / and broke. / 
자주 떨어졌다        그리고 고장 났다

⑦  Denim jeans company founder Levi Strauss / came up with a bright idea: / a watch 
                청바지 회사 창립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시계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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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et! / ⑧  Workers could finally keep their watches / in a safe place. / ⑨  Today / few 
주머니다             일꾼들은 마침내 그들의 시계를 보관할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오늘날    가지고 

people carry / pocket watches. / ⑩  However, / the company wants / to keep the original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회중시계를                   하지만              그 회사는 원한다                  본래의 디자인을 유지하기를

design. / ⑪  So / the pockets have stayed. / ⑫  The next time you see / that little pocket, / 
                        그래서 주머니가 그대로 남았다                        다음에 당신이 보면                     그 작은 주머니를      

remember / it was once useful! /
기억하라           그것이 한때는 유용했다는 것을 

청바지에 있는 이상하고 아주 작은 주머니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들 안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

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1800년대 후반에, 사람들은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녔다! 일꾼들은 보통 조끼 

안에 시계를 넣었다. 하지만 시계가 자주 떨어져서 고장 났다. 

청바지 회사 창립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바로 시계 주머니다! 일꾼들은 마침내 

그들의 시계를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었다. 오늘날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회사는 본

래의 디자인을 유지하길 원한다. 그래서 주머니가 그대로 남았다. 다음에 그 작은 주머니를 보면, 그것이 한때는 유용했

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   문 

해   설 

①  Have you seen strange, tiny pockets [on your jeans]? 

 have seen은 ‘본 적이 있다’의 의미로,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have[has] + p.p.)이다.

 [  ]는 tiny pocke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③  So, what are they for? 

 for는 ‘~을 위해’의 의미로, <용도>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⑨  Today few people carry pocket watches. 

 few는 ‘거의 없는’의 부정의 의미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⑩  However, the company wants to keep the original design. 

 「want + to-v」는 ‘~하기를 원하다, ~하고 싶어 하다’의 의미이다.  

⑪  So the pockets have stayed. 

 have stayed는 ‘그대로 남았다’의 의미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have[has]＋p.p.)이다.

⑫  The next time you see that little pocket, remember [(that) it was once useful]!  

 「next time ~」은 ‘다음에 ~할 때’의 의미이다. 

 [  ]는 동사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본책  pp. 22~23

정   답 1  ②     2  ⑤     3  ④

1 기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호텔에 관한 소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투숙객과 기린을 위한 호텔’이 가장 알맞다.

① 기린은 무엇을 먹는가?   ③ 나이로비: 동물들에게 최고의 장소

④ 로스차일드 기린은 왜 위험에 처했는가?    ⑤ 세계의 동물 친화적인 호텔들

본  문

해  석

3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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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⑤: 문장 ⑪에서 투숙객이 기린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①은 문장 ②에, ②는 문장 ⑤에, ③은 문장 ⑥에, ④는 문장 ⑩에 언급되어 있다. 

3 기린의 개체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호텔이 기린을 서서히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내용 중에, 야생에서의 기린

의 수명을 말하는 내용의 (d)는 흐름상 어색하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Do you love animals? / ②  Then / this hotel in Nairobi, Kenya / is for you. / ③  It is 
                당신은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이 호텔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next to a protected area / with a group of Rothschild’s giraffes. / ④  These giraffes are at risk / 
그것은 보호 구역 옆에 있다          로스차일드 기린 무리가 있는                                       이 기린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    

in the wild. / ⑤  The hotel was first built / in 1932. / ⑥  And / it started / to protect giraffes / 
야생에서                   호텔은 최초로 건설되었다             1932년에           그리고  그것은 시작했다 기린을 보호하는 것을  

in the 1970s. / ⑦  The hotel’s goal is / to increase the giraffe population. / (⑧  Healthy giraffes 
1970년대에                 호텔의 목적은                 기린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건강한 기린은 

can live / for 25 years / in the wild. /) ⑨  The hotel is slowly returning the giraffes / to the 
살 수 있다     25년간                 야생에서                      호텔은 서서히 기린을 돌려보내고 있다                            

wild. / ⑩  Hotel guests can see the giraffes / up close. / ⑪  If they are lucky, / they can also 
야생으로       호텔 투숙객은 기린을 볼 수 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feed them. / ⑫  Giraffes love to eat grass pellets / at breakfast. / ⑬  Where else can you enjoy 
먹이를 줄 수도 있다  기린은 풀을 뭉친 알갱이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아침 식사 때     다른 어디에서 아침 식사를 

breakfast / with a giraffe? /
즐길 수 있겠는가  기린과 함께 

당신은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이 호텔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로스차일

드 기린 무리가 있는 보호 구역 옆에 있다. 이 기린들은 야생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호텔은 1932년에 최초로 건설되

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기린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호텔의 목적은 기린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건강한 기린은 

야생에서 25년간 살 수 있다.) 호텔은 서서히 기린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호텔 투숙객은 기린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그들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기린은 아침 식사 때 풀을 뭉친 알갱이를 먹는 것을 아주 좋아

한다. 다른 어디에서 기린과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겠는가? 

구   문 

해   설 

⑤  The hotel was first built in 1932. 

 was built는 ‘건설되었다’의 의미로, 「be＋p.p.」의 수동태이다.

⑦  The hotel’s goal is to increase the giraffe population. 

 to increase는 ‘증가시키는 것’의 의미로,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⑨  The hotel is slowly returning the giraffes to the wild. 

 is returning은 ‘돌려보내고 있다’의 의미로, 「be동사의 현재형＋v-ing」의 현재진행형이다. 

⑪  If they are lucky, they can also feed them.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⑫  Giraffes love to eat grass pellets at breakfast. 

 「love + to-v[v-ing]」는 ‘~하는 것을 사랑하다[아주 좋아하다]’의 의미로, 목적어로 to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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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feed     2  protect     3  useful     4  ①     5  ⑤     6  absorb     7  increase     8  injure(d)     
9  depend(s) on     10  are at risk 

문 제 

해 설

[1-3]

유용한     먹이를 주다     돌려보내다     보호하다     운이 좋은 

1 ‘사람이나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feed(먹이를 주다)이다. 

2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안전하게 지키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protect(보호하다)이다. 

3 ‘무언가를 하거나 갖도록 도와주는’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useful(유용한)이다.

4 tiny(아주 작은)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① ‘huge(거대한)’이다. 

개미 무리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다.

② (색깔이) 연한, 옅은   ③ 비어 있는, 빈   ④ 형형색색의   ⑤ 똑똑한, 영리한

5 safe(안전한)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⑤ ‘dangerous(위험한)’이다.

그 새는 둥지를 만들 안전한 곳을 찾고 있다.

① 느린   ② 훌륭한   ③ 원래의, 본래의   ④ 아픈, 고통스러운    

[6-8]

흡수하다     형성시키다[되다]     남기다     부상을 입히다     증가시키다, 늘리다

6 이 천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7 그 회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그 선수는 지난 경기 중에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   

9 ~에 달려 있다: depend on     

10 위험에 처하다: be at risk    

퍼 즐 Across ③ disappear     ⑦ remember     ⑨ stay     ⑩ strange

Down ① gather     ② last     ④ pocket     ⑤ heal     ⑥ healthy     ⑧ break

Review  Test 본책  pp. 24~25
SECT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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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28~29
정   답 1  ⑤     2  ②     3  (1) F  (2) F     4  아시아의 코끼리는 더 습한 숲에 살기 때문에

1 코끼리의 주름이 수분을 보유하여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코끼리가 어떻게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가’가 가장 알맞다.

① 다양한 종류의 코끼리 ② 아프리카의 흥미로운 동물들

③ 주름의 다양한 목적 ④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2 코끼리 피부의 주름이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여 건조해지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 중에 코끼리가 한 번에 마

실 수 있는 물의 양을 설명하는 (b)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3 (1) 문장 ②, ④에서 코끼리는 캥거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2) 문장 ⑦-⑧에서 코끼리의 주름은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어린 코끼리도 주름이 있다고 했다. 

4 문장 ⑬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There are many ways / to stay cool / in the animal world. / ②  Kangaroos lick / 
                 많은 방법들이 있다                    시원하게 지내는     동물 세계에서                                캥거루는 핥는다  

their arms. / ③  Dogs stick out / their tongues. / ④  But / elephants can’t do either. / ⑤  They 
그들의 팔을               개는 내민다               그들의 혀를                   하지만  코끼리는 둘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have other special ways / to keep cool. / ⑥  One is their wrinkly skin! / ⑦  The wrinkles 
다른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              시원하게 유지하는          한 가지는 그들의 주름이 있는 피부다           주름은 의미하지 

don’t mean / they are old! / ⑧  Even young elephants have them. / (⑨  Elephants can drink / 
않는다                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어린 코끼리조차 그것들이 있다                     코끼리는 마실 수 있다

200 liters of water / at one time. /) ⑩  The wrinkles keep / five to ten times more water / than 
200ℓ의 물을                   한 번에                        주름은 보유한다                다섯 배에서 열 배 더 많은 수분을                            

smooth skin. / ⑪  That means / it takes longer / for their skin / to dry out. / ⑫  This is great / 
매끄러운 피부보다         그것은 의미한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그들의 피부가       건조해지는 데          이는 아주 좋다

for staying cool longer / in hot and dry Africa. / ⑬  Elephants in Asia / live in wetter forests, / 
더 오래 시원하게 있기에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의 코끼리는          더 습한 숲에 산다

so they have fewer wrinkles / than ones in Africa. /
그래서 그들은 주름이 더 적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보다

동물 세계에는 시원하게 지내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캥거루는 팔을 핥는다. 개는 혀를 내민다. 하지만 코끼리는 둘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 한 가지는 그들의 주름이 있는 피부다! 

주름은 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린 코끼리조차 그것들이 있다. (코끼리는 한 번에 200ℓ의 물

을 마실 수 있다.) 주름은 매끄러운 피부보다 다섯 배에서 열 배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한다. 그것은 그들의 피부가 건조해

지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에서 더 오래 시원하게 있기에 아주 좋다. 아시아의 

코끼리는 더 습한 숲에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코끼리보다 주름이 더 적다.

SECTION 03

1
문   제

해   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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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①  There are many ways to stay cool in the animal world. 

 to stay cool은 명사구 many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④  But elephants can’t do either. 

 either는 부정문에서 ‘둘 중 어느 것도, 양쪽[두 개] 다 (아닌)’의 의미이다.

⑦  The wrinkles don’t mean [(that) they are old]! 

 [  ]는 동사 mea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⑩  The wrinkles keep five to ten times more water than smooth skin. 

 「배수사 + 비교급 + than」은 ‘~보다 몇 배 더 …한’의 의미이다.

⑪  That means [(that) it takes longer for their skin to dry out]. 

 [  ]는 동사 mean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it takes + 시간 + to-v」는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의 의미이다. 여기서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는 진주어

이다. 

 for their skin은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⑫  This is great for staying cool longer in hot and dry Africa. 

 staying은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다.

⑬  Elephants [in Asia] live in wetter forests, so they have fewer wrinkles than ones [in 

Africa].

 두 개의 [  ]는 각각 앞의 명사 Elephants와 one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fewer는 ‘많지 않은, 적은’의 의미인 few의 비교급이다.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ones는 elephants를 대신하며,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책  pp. 30~31

정   답 1  ⑤     2  ⑤     3  ③     4  ②

1 발리 사람들이 새해를 기념하는 날인 녜삐에 관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⑤가 가장 알맞다.

2 문장 ⑧, ⑩에서 녜삐에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고 비행기가 날지 않으며 식당도 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⑤ ‘침묵’이 가장 알맞다.

① 재미     ② 소음     ③ 공포     ④ 슬픔

3 ③: 문장 ⑥에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계속된다고 했으므로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난다.

①은 문장 ②-③에, ②는 문장 ⑤에, ④는 문장 ⑨에, ⑤는 문장 ⑩에 언급되어 있다. 

4 문장 ⑫-⑬에 언급되어 있다.

Q: 사람들은 왜 녜삐에 조용히 실내에 머무는가?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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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직   독

직   해

①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 have lively New Year’s parties. / ②  But / the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기 넘치는 새해 파티를 한다                               그러나 

Balinese welcome their New Year / differently. / ③  They celebrate it / with Nyepi! /
발리 사람들은 그들의 새해를 맞이한다              다르게                      그들은 그것을 기념한다  녜삐로

④  Nyepi is a day / of silence. / ⑤  It takes place / on the first day / of the Balinese saka 
                녜삐는 날이다           침묵의                    그것은 이루어진다   첫날에                        발리식 ‘사카’ 달력의

calendar. / ⑥  It starts / at 6 a.m. / and continues / for 24 hours. / ⑦  On this day, / people 
       그것은 시작한다  오전 6시에  그리고 계속된다       24시간 동안                  이날                      사람들은 

clear their minds. / ⑧  They don’t make any noise. / ⑨  This helps / keep the balance /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들은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                   이는 돕는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between nature and humans. / ⑩  No planes fly / and no restaurants open. / ⑪  People should 
자연과 인간 사이의                                      비행기가 날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은 열지 않는다                사람들은 실내에 

stay indoors / on Nyepi. / ⑫  The Balinese think / demons will be fooled / if all is quiet / on 
머물러야 한다        녜삐에                   발리 사람들은 생각한다       악령이 속을 거라고           모두가 조용하면   

Nyepi. / ⑬  The demons will think / no one is there / and leave. / ⑭  This will bring / good 
녜삐에             악령은 생각할 것이다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떠날 것이다   이것이 가져다줄 것이다

luck and peace / to Bali. /
행운과 평화를            발리에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기 넘치는 새해 파티를 한다. 그러나 발리 사람들은 새해를 다르게 맞이한다. 그들은 녜

삐로 새해를 기념한다!

녜삐는 침묵의 날이다. 그것은 발리식 ‘사카’ 달력의 첫날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오전 6시에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계속된다. 이날,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들은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 이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비행기가 날지 않고 식당은 열지 않는다. 녜삐에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발리 사람들은 

녜삐에 모두가 조용하면 악령이 속을 거라고 생각한다. 악령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떠날 것이다. 이것이 발

리에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구   문 

해   설 

①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lively New Year’s parties. 

 문장의 주어인 Most people이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형 동사 have가 쓰였다.

 [  ]는 Most people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⑥  It starts at 6 a.m. and continues for 24 hours.

 문장의 동사 starts와 continues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⑨  This helps keep the balance between nature and humans. 

 「help + 동사원형[to-v]」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이다.

⑫  The Balinese think [(that) demons will be fooled if all is quiet on Nyepi]. 

 [  ]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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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The demons will think [(that) no one is there] and leave.

 동사원형 think와 leave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  ]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⑭  This will bring good luck and peace to Bali.

 「bring A to B」는 ‘B에게 A를 가져다주다’의 의미로, 「bring B A」로 바꿔 쓸 수 있다.

본책  pp. 32~33

정   답 1  ③     2  ①, ③     3  iron

1 ‘극한 다리미질’이라는 극한 스포츠에 관해 설명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③ ‘색다른 극한 스포츠’가 가장 알맞다.

① 극한 스포츠의 종류  ② 극한 스포츠의 위험성

④ 왜 사람들이 극한 스포츠를 사랑하는가 ⑤ 최초의 극한 다리미질 월드시리즈  

2 ①은 문장 ②-④에, ③은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3 문장 ⑦-⑧을 통해 알 수 있다.

극한 다리미질에서 사람들은 옷을 다리미질하며 동시에 극한 스포츠를 한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For most people / ironing is boring. / ②  But / not for Phil Shaw! / ③  He thought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리미질은 지루하다              하지만  Phil Shaw에게는 아니다         그는 생각했다

it could be an interesting sport. / ④  So / in 1997, / he mixed ironing and rock climbing. / 
그것이 흥미로운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1997년에   그는 다리미질과 암벽등반을 혼합했다      

⑤  Thus / extreme ironing was born! / ⑥  This new sport is simple. / ⑦  Iron some wrinkly 
      이렇게 하여   극한 다리미질이 탄생했다                   이 새로운 스포츠는 간단하다                 주름진 옷을 다리미질하라         

clothes / and do an extreme activity / at the same time. / ⑧  Participants iron / while they 
                  그리고 극한 활동을 하라                      동시에                                   참가자들은 다리미질한다   그들이 

are snowboarding, scuba diving, or surfing! / ⑨  People around the world / have tried it 
스노보딩, 스쿠버다이빙, 또는 서핑을 하는 동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해 왔다

out. / ⑩  There is even an Extreme Ironing World Series. / ⑪  The first one was held / in 
                  심지어 극한 다리미질 월드시리즈도 있다                 최초의 것(월드시리즈)은 열렸다

Germany / in 2002. /
독일에서          2002년에 

⑫  Does this sport sound interesting? / ⑬  You can try it! / ⑭  But be careful. / ⑮  Oh, / 
                 이 스포츠가 흥미롭게 들리는가                               당신은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아

one more thing. / ⑯  Take a photograph, / or no one will believe you! /
한 가지 더                          사진을 찍어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리미질은 지루하다. 하지만 Phil Shaw에게는 아니다! 그는 그것이 흥미로운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97년에 그는 다리미질과 암벽등반을 혼합했다. 이렇게 하여 극한 다리미질이 탄생했다! 

3
문   제

해   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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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스포츠는 간단하다. 주름진 옷을 다리미질하며 동시에 극한 활동을 하라. 참가자들은 스노보딩, 스쿠버다이

빙, 또는 서핑을 하는 동안에 다리미질한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해 왔다. 심지어 극한 다리미질 월드시리즈

도 있다. 최초의 월드시리즈는 2002년에 독일에서 열렸다.

이 스포츠가 흥미롭게 들리는가? 당신은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아, 한 가지가 더 있다. 사진을 찍어

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구   문 

해   설 

②  But (ironing is) not (boring) for Phil Shaw! 

 이 문장은 But ironing is not boring for Phil Shaw!의 의미로, 앞 문장에서 쓰인 ironing is와 

boring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He thought [(that) it could be an interesting sport].

 [  ]는 동사 though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⑦  Iron some wrinkly clothes and do an extreme activity at the same time. 

 명령문의 동사원형 Iron과 do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⑧  Participants iron while they are snowboarding, scuba diving, or surfing!

 while은 ‘~하는 동안’의 의미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⑨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tried it out.

 문장의 주어가 People로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형 동사 have가 쓰였다.

 [  ]는 People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have tried는 ‘시도해 왔다’의 의미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have[has]＋p.p.)이다. 

⑪  The first one was held in Germany in 2002.

 one은 Extreme Ironing World Series을 가리킨다.

⑫  Does this sport sound interesting? 

 「sound + 형용사」는 ‘~하게 들리다’의 의미이다.

⑯  Take a photograph, or no one will believe you! 

 「명령문, or ...」는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할 것이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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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     2  ⓑ     3  ⓐ     4  ④     5  ①    6  Mix     7  smooth     8  various     
9  take(s) place     10  be born

문 제 

해 설

1 hold(열다, 개최하다) - ⓒ 파티나 회의 같은 행사를 하다

2 bring(가져다주다) - ⓑ 무언가를 어떤 사람에게 또는 장소에 가져가다

3 clear(깨끗하게 하다) – ⓐ 원치 않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다 

4 continue(계속되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④ ‘last(지속되다)’이다. 

전시회는 두 달 동안 계속될 것이다.

① (시간이) 걸리다   ② 멈추다   ③ 형성되다   ⑤ 기념하다, 축하하다

5 wet(젖은, 습한)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① ‘dry(마른, 건조한)’이다.

날씨가 습할 때, 우리는 더 덥다고 느낀다.

② 시원한, 서늘한   ③ 간단한   ④ 따뜻한   ⑤ 색다른    

[6-8]

섞다, 혼합하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핥다     (상태를) 유지하다     매끈한, 매끄러운   

6 계란, 우유와 버터를 함께 섞으세요.   

7 이 크림은 머리카락을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그 가게는 셔츠를 다양한 색깔과 치수로 가지고 있다.    

9 개최되다, 일어나다: take place     

10 태어나다, 탄생하다: be born

퍼 즐 1  activity     2  extreme     3  nature     4  human     5  peace     6  forest     7  lively     
8  tongue     9  welcome     10  iron   

You only live once.

Review  Test 본책  pp. 34~35
SECTIO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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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38~39
정   답 1  ③     2  ④     3  (1) T  (2) F     4  portraits

1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다양한 사물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미있는 초상화를 그렸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는 ③ ‘초상화를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이 가장 알맞다.

①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 ② 16세기의 그림들   

④ 르네상스 미술의 진정한 아름다움 ⑤ 화가들은 왜 채소 그리기를 좋아하는가

2 여러 채소들로 이루어진 초상화를 묘사하는 내용 중에, 채소에서 건강에 좋은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d)

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3 (1) 문장 ③에 언급되어 있다.

 (2) 문장 ⑫에서 파스닙으로 코를, 버섯으로 입술을 표현했다고 했다.

4 문장 ④, ⑦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무작위의 사물을 그려서 초상화를 만들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You might think / Renaissance art is very boring. / ②  But / Giuseppe Arcimboldo’s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르네상스 미술이 매우 지루하다고                    하지만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work is fun. / ③  He was an artist / of the 16th century. / ④  He painted / some playful 
작품은 재미있다            그는 화가였다                  16세기의                                      그는 그렸다          몇 점의 재미있는 

portraits. / ⑤  From a distance, / they look like people. / ⑥  But / look closely! / ⑦  Those 
초상화를                멀리서                            그것들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라               그 

people are made of / various items / such as food, flowers, and books. / 
사람들은 ~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사물들로      음식, 꽃, 그리고 책과 같은

⑧  An example of his work / is The Vegetable Gardener. / ⑨  It is a painting / of 
                 그의 작품 중 한 예는                          <채소 기르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림이다           

vegetables / in a bowl. / (⑩  You can get healthy vitamins / from vegetables. /) ⑪  When you 
채소의              그릇에 담긴              건강에 좋은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          채소로부터         당신이

turn the painting upside down, / someone is smiling at you! / ⑫  The onion is a fat cheek, /  
그 그림을 거꾸로 돌리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      양파는 통통한 볼이다

the large parsnip is a long nose, / and the mushrooms are lips. / ⑬  Which items would you  
큰 파스닙은 긴 코이다                                  그리고 버섯은 입술이다                              당신은 어떤 사물을 사용하겠는가  

use / for your portrait? / 
          당신의 초상화에

당신은 르네상스 미술이 매우 지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재미있다. 그는 

16세기 화가였다. 그는 몇 점의 재미있는 초상화를 그렸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

라! 그 사람들은 음식, 꽃, 그리고 책과 같은 다양한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작품 중 한 예는 <채소 기르는 사람>이다. 그것은 그릇에 담긴 채소 그림이다. (채소로부터 건강에 좋은 비타민

SECTION 04

1
문   제

해   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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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다.) 그 그림을 거꾸로 돌리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 양파는 통통한 볼이고, 큰 파스닙

은 긴 코이고, 버섯은 입술이다. 당신은 당신의 초상화에 어떤 사물을 사용하겠는가?

구   문 

해   설 

①  You might think [(that) Renaissance art is very boring]. 

 might는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인 조동사로, <추측>을 나타낸다.

 [  ]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⑤  From a distance, they look like people. 

 「look like ~」는 ‘~처럼 보이다’의 의미로, 뒤에 명사가 온다.

⑦  Those people are made of various items such as food, flowers, and books. 

 「be made of ~」는 ‘~로 구성되다, ~로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다.

 「such as ~」는 ‘~와 같은’의 의미로, 뒤에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⑬  Which items would you use for your portrait? 

 「which + 명사」는 ‘어떤[무슨] ~’의 의미이다.

본책  pp. 40~41

정   답 1  ④     2  뜨거운 차가 (콧수염의) 왁스를 녹이거나 콧수염을 젖게 할 수 있었다.     3  ⑤     4  (1) T  (2) F

1 뜨거운 차를 마시는 동안 콧수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명된 컵에 대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④ ‘콧수염을 위한 컵의 

발명’이 가장 알맞다.

① 영국의 차 문화 ② 왁스가 왜 피부에 좋지 않은가

③ 영국 신사들의 패션 스타일 ⑤ 1800년대에 남성들은 왜 콧수염을 길렀는가

2 문장 ⑤를 통해 알 수 있다.

Q: 콧수염이 있는 남성들이 뜨거운 차를 즐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3 문장 ⑨-⑩을 통해 알 수 있다.

4 (1) 문장 ⑦-⑧에 언급되어 있다.

(2) 문장 ⑬에서 콧수염 컵이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In the mid-19th century, / growing a mustache was very popular. / ②  Men grew / 
                19세기 중반에                                 콧수염을 기르는 것이 매우 인기 있었다                             남성들은 길렀다  

many different styles of mustaches. / ③  To keep their mustaches neat, / men often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콧수염을                                    그들의 콧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은 흔히 

used wax. / 
왁스를 사용했다

④  However, / this made enjoying tea difficult. / ⑤  Hot tea could melt the wax / or 
                 그러나              이는 차를 즐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뜨거운 차가 왁스를 녹일 수도 있었다    또는 

get their mustaches wet. / ⑥  It was a big problem / for stylish men. / ⑦  Harvey Adams, a 
그들의 콧수염을 젖게 할 수도 있었다     이는 큰 문제였다                     멋진 남성들에게                  영국의 도예가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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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otter, / had an idea. / ⑧  In England during the 1860s, / he invented / the mustache 
Harvey Adams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860년대 영국에서                                 그는 발명했다       콧수염 컵을            

cup! / ⑨  This special cup had / a small barrier. / ⑩  It protected the mustache / by covering it. /
                  이 특별한 컵은 가지고 있었다   작은 가림막을              그것은 콧수염을 보호했다               그것을 가림으로써

⑪  It also had a small hole / to drink through. / 
      그것은 작은 구멍도 가지고 있었다   통해 마실 수 있는 

⑫  Finally / a gentleman could have a handsome mustache / and enjoy his tea time. / 
                 마침내       신사는 멋진 콧수염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⑬  Soon / mustache cups became popular / all over Europe. /
      곧           콧수염 컵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19세기 중반에, 콧수염을 기르는 것이 매우 인기 있었다. 남성들은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콧수염을 길렀다. 콧수염

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은 흔히 왁스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차를 즐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뜨거운 차가 왁스를 녹이거나 콧수염을 젖게 할 수도 있었다. 이는 

멋진 남성들에게 큰 문제였다. 영국의 도예가 Harvey Adams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860년대 영국에서 그는 콧수

염 컵을 발명했다! 이 특별한 컵에는 작은 가림막이 있었다. 그것은 콧수염을 가려서 그것을 보호했다. (구멍을) 통해 마

실 수 있는 작은 구멍도 있었다. 

마침내 신사는 멋진 콧수염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곧 콧수염 컵은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

게 되었다. 

구   문 

해   설 

①  In the mid-19th century, [growing a mustache] was very popular.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 was가 쓰였다.

③  To keep their mustaches neat, men often used wax. 

 To keep은 ‘유지하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keep + 목적어 + 형용사」는 ‘~을 …하게 유지하다’의 의미이다.

④  However, this made enjoying tea difficult. 

 「make + 목적어 + 형용사」는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여기서는 동명사구 enjoying tea가 목적어로 

쓰였다.

⑤  Hot tea could melt the wax or (could) get their mustaches wet. 

 could melt와 (could) get이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get + 목적어 + 형용사」는 ‘~을 …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⑦  Harvey Adams, a British potter, had an idea. 

 Harvey Adams와 a British potter는 동격 관계로, 콤마(,)는 동격을 나타낸다.

⑪  It also had a small hole to drink through. 

 to drink through는 ‘(통해) 마시는’의 의미로, 명사구 a small hol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구이다. drink through a small hole의 의미이므로 뒤에 전치사 through가 쓰였다. 

⑬  Soon mustache cups became popular all over Europe. 

 「become + 형용사」는 ‘~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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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42~43

정   답 1  ⑤     2  ③     3  ④     4  셰르파는 산 정상에 신이 산다고 믿기 때문에

1 등반을 도와주는 사람들인 셰르파에 관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셰르파: 등반가의 최고 동반자’가 가장 알맞다.

① 등반의 건강상의 이점 ② 티베트에 사는 셰르파의 일상생활  

③ 에베레스트산: 신들의 고향 ④ 혼자 등반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2 ③: 문장 ⑧에서 셰르파는 높은 고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고 했다.

①은 문장 ③에, ②는 문장 ⑤에, ④는 문장 ⑨-⑩에, ⑤는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3 빈칸 앞에서 등반을 안내할 수 있는 셰르파의 뛰어난 장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④ ‘완벽한 산 안내

자’가 가장 알맞다.

① 시끄러운 여행가 ② 산 지킴이  

③ 등반가들의 적 ⑤ 산에 대한 위협

4 문장 ⑬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Climbers have one common dream: / to reach the peak of Mt. Everest. / ②  But / 
                 등반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they cannot do this / alone. / ③  So Sherpas help them! / ④  Their name comes from /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혼자서는          그래서 셰르파가 그들을 돕는다              그들의 이름은 ~에서 왔다

Tibetan. / ⑤  It means “eastern people.” / ⑥  They have lived in the area / around the 
티베트 말에서        그것은 ‘동쪽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역에 살아왔다                            히말라야산맥 

Himalayan Mountains / for a long time. / ⑦  Their bodies fit / life in the mountains. / 
주위의                                         오랫동안                              그들의 신체는 적합하다   산에서의 삶에          

⑧  Sherpas can breathe more easily / at high altitudes / than other people. / ⑨  They are also 
      셰르파는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                  높은 고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은 또한 

strong. / ⑩  They can carry heavy bags, / so climbers focus on climbing. / ⑪  Sherpas know 
힘도 세다          그들은 무거운 가방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등반에 집중한다                   셰르파는 산을 안다

the mountains / very well. / ⑫  All these things make them / perfect mountain guides. / 
           무척 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만든다               완벽한 산 안내자로        

⑬  Sherpas believe / that gods live / on the tops of the mountains. / ⑭  They ask 
                 셰르파는 믿는다              신이 산다고                 산의 정상에                                                         그들은  

climbers / to respect the mountains. / 
등반가들에게 당부한다  산을 존중할 것을

등반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서

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셰르파가 그들을 돕는다! 그들의 이름은 티베트 말에서 왔다. 그것은 ‘동쪽의 사람들’이라

는 뜻이다. 그들은 히말라야산맥 주위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들의 신체는 산에서의 삶에 적합하다. 셰르파는 높

은 고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힘도 세다. 그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 수 있기 때문

에, 등반가들은 등반에 집중한다. 셰르파는 산을 무척 잘 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완벽한 산 안내자로 만든다. 

셰르파는 산 정상에 신이 산다고 믿는다. 그들은 등반가들에게 산을 존중할 것을 당부한다.  

3
문   제

해   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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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①  Climbers have one common dream: to reach the peak of Mt. Everest.

 to reach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But they cannot do this alone. 

 do this는 앞 문장의 reach the peak of Mt. Everest를 가리킨다.

⑥  They have lived in the area around the Himalayan Mountains for a long time. 

 have lived는 ‘살아왔다’의 의미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have[has]＋p.p.)이다. 

⑫  All these things make them perfect mountain guides. 

 「make A B」는 ‘A를 B로 만들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them이 A, perfect mountain guides가 B에 해

당한다. 

⑬  Sherpas believe [that gods live on the tops of the mountains].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  ]는 동사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⑭  They ask climbers to respect the mountains.

 「ask + 목적어 + to-v」는 ‘~에게 …해 달라고 부탁[요청]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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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reach     2  grow     3  cover     4  ⑤     5  ⑤     6  mean(s)     7  respect     8  melt(ed)     
9  was made of     10  came from

문 제 

해 설

[1-3]

기르다     멋진     (보호하기 위해) 가리다, 씌우다     도달하다     건강에 좋은

1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reach(도달하다)이다. 

2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자르지 않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grow(기르다)이다.   

3  ‘다른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의 위에 무언가를 두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cover((보호하기 위해) 가

리다, 씌우다)이다.

4 boring(지루한)과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⑤ ‘interesting(재미있는)’이다.

그 영화는 너무 지루해서 나는 졸음을 느꼈다.

① 젖은   ② 무작위의   ③ 인기 있는   ④ 다른

5 alone(혼자)과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⑤ ‘together(함께, 같이)’이다.

Ben은 큰 프로젝트를 혼자 해야 한다.

① 열심히   ② 쉽게   ③ 정확히   ④ 운이 좋게     

[6-8]

적합하다, 적절하다     녹이다[녹다]     ~라는 의미이다     존중하다     발명하다    

6 스페인어 manzana는 영어로 ‘사과’라는 의미이다.    

7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8 따뜻한 날씨가 눈과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9 ~로 만들어지다: be made of     

10 ~에서 생겨나다[유래하다]: come from     

퍼 즐 1  gentleman     2  vegetable     3  peak     4  neat     5  breathe     6  hole     7  cheek     
8  example     9  area     10  common  

Review  Test 본책  pp. 44~45
SECT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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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48~49
정   답 1  ②     2  ④     3  (1) T  (2) F     4  (1) gloves  (2) trash

1 건강과 환경에 좋은 새로운 유형의 운동인 플로깅에 관한 글이므로, 주제로는 ② ‘새로운 친환경 운동’이 가장 알맞

다.

① 왜 운동이 필요한가 ③ 왜 조깅이 인기를 얻고 있는가

④ 도시의 쓰레기 문제 ⑤ 스웨덴 말에서 유래한 새로운 영어 단어  

2 플로깅이 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많이 움직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므로, 인간과 지

구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 ‘건강한’이 가장 알맞다.

① 뜨거운     ② 안전한     ③ 조용한     ⑤ 위험한

3 (1) 문장 ④-⑤를 통해 알 수 있다.

(2) 문장 ⑪-⑬에서 플로깅이 조깅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했다.

4                                     플로깅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유형의 조깅 달리는 동안 (1) 장갑을 끼고 (2) 쓰레기를 줍는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Jogging is good / for our health. / ②  But / it can also be good / for our planet. / 
                조깅은 좋다                   우리의 건강에                    그런데  그것은 또한 좋을 수 있다       우리 행성에

③  Plogging is a new type of exercise. / ④  This word combines / “jogging” and “plocka 
      플로깅은 새로운 유형의 운동이다                                   이 단어는 결합한다                   ‘jogging’과 ‘plocka upp’을 

upp.” / ⑤  In Swedish, / plocka upp means “pick up.” /
                   스웨덴 말로         plocka upp은 ‘줍다’라는 뜻이다

⑥  Plogging is very simple. / ⑦  You need / a pair of gloves and a trash bag. / ⑧  Then 
                플로깅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필요하다   장갑 한 켤레와 쓰레기 봉지가                      그런 다음 

start jogging. / ⑨  When you see trash, / pick it up. / ⑩  Then put it / in your trash bag. /
조깅을 시작하라              당신이 쓰레기를 보면              그것을 주워라           그런 다음 그것을 넣어라     쓰레기 봉지에

⑪  This exercise is more effective / than just jogging. / ⑫  Stopping and picking up trash / 
      이 운동은 더 효과적이다                             단순히 조깅만 하는 것보다       멈춰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makes you / move more! / ⑬  This helps you / burn more calories! / 
당신을 만든다     더 많이 움직이게         이는 당신을 돕는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⑭  If you love / exercise and the environment, / try plogging! / ⑮  It keeps / both 
                만약 당신이 사랑한다면     운동과 환경을                                   플로깅을 시도해 보라       그것은 유지한다              

humans and the earth / healthy. /
인간과 지구 둘 다를                  건강하게

SECTION 05

1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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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 행성에도 좋을 수 있다. 플로깅은 새로운 유형의 운동이다. 이 

단어는 ‘jogging’과 ‘plocka upp’을 결합한 것이다. 스웨덴 말로, plocka upp은 ‘줍다’라는 뜻이다. 

플로깅은 아주 간단하다. 장갑 한 켤레와 쓰레기 봉지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조깅을 시작하라. 쓰레기를 보면, 그것

을 주워라. 그런 다음 그것을 쓰레기 봉지에 넣어라. 이 운동은 단순히 조깅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멈춰서 쓰레

기를 줍는 것이 당신을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든다! 이는 당신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돕는다! 

만약 당신이 운동과 환경을 사랑한다면, 플로깅을 시도해 보라! 그것은 인간과 지구 둘 다 건강하게 유지한다.

구   문 

해   설 

⑨  When you see trash, pick it up. 

 pick up은 「동사 +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구로, 목적어가 it과 같은 대명사일 경우 동사와 부사 사이에 쓴다.

⑪  This exercise is more effective than just jogging.

 「형용사의 비교급 + than」은 ‘~보다 더 …한’의 의미이다. 

⑫  [Stopping and picking up trash] makes you move more!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여 「동명사 and 동명사」는 보통 복수 취급하지만, Stopping and picking up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연결된 행위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따라서 단수 동사 makes가 왔다.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은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⑬  This helps you burn more calories! 

 「help＋목적어＋동사원형[to-v]」은 ‘~가 …하는 것을 돕다’의 의미이다.

⑭  If you love exercise and the environment, try plogging!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⑮  It keeps both humans and the earth healthy.

 「keep＋목적어＋형용사」는 ‘~을 …하게 유지하다’의 의미이다.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의 의미이다.

본책  pp. 50~51

정   답 1  ④     2  ③     3  (1) T  (2) T     4  (1) superstition  (2) whistles

1 극장에서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는 미신이 생긴 배경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제로는 ④가 가장 알맞다.

2 무대 담당자들이 현재 헤드폰을 사용함에 따라 관객의 휘파람이 더 이상 사고를 일으키지 않지만, 여전히 극장에서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는 관습이 있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③ ‘남아 있다’가 가장 알맞다.

① 시작된다     ② 문제가 된다     ④ 바뀐다     ⑤ 사라진다

3 (1) 문장 ④에 언급되어 있다.

(2) 문장 ⑩에 언급되어 있다.

4 미신          배경          관객          휘파람

한 (1) 미신은 우리가 극장에서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한다. 그것은 무대 담당자들이 (2) 휘파람을 신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본  문

해  석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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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직   독

직   해

①  Do you think / all superstitions are silly? / ②  Well, / some started / for good 
                 당신은 생각하는가      모든 미신이 어리석다고                               그런데     일부는 시작되었다     타당한    

reasons! / ③  Take this superstition / for example: / you should never whistle / in a 
이유에서                이 미신을 들어보자                        예로                         당신은 절대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theater. / ④  A long time ago, / theater backgrounds were large paintings. / ⑤  Stagehands 
극장에서            오래전에                          극장의 배경은 커다란 그림들이었다                                           무대 담당자들이 

raised and lowered them / with ropes. / ⑥  To tell each other / to pull or loosen the ropes, / 
그것들을 올리고 내렸다                   밧줄로                      서로에게 말하기 위해       밧줄을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라고

they whistled. / ⑦  Whistles from the audience / sometimes confused them! / ⑧  The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관객에게서 나오는 휘파람은                      때때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background could be dropped / onto an actor. / ⑨  Ouch! / 
배경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                         배우에게                        아야 

⑩  These days / stagehands use headsets. / ⑪  Whistles don’t cause accidents /  
                 오늘날                   무대 담당자들은 헤드폰을 이용한다              휘파람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any more. / ⑫  However, / the custom remains. / ⑬  This is why / you should not whistle / 
더 이상                   그러나              그 관습은 남아 있다                      이것이 ~한 이유이다  당신이 휘파람을 불면 안 되는

at the theater. /
극장에서

당신은 모든 미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일부는 타당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이 미신을 예로 들어보

자. 극장에서는 절대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오래전에, 극장의 배경은 커다란 그림들이었다. 무대 담당자들이 밧줄로 그

것들을 올리고 내렸다. 밧줄을 당기거나 느슨하게 하라고 서로에게 말하기 위해,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관객에게서 

나오는 휘파람은 때때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배경이 배우에게 떨어질 수도 있었다. 아야! 

오늘날 무대 담당자들은 헤드폰을 이용한다. 휘파람은 더 이상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습은 남아 있

다. 이것이 극장에서 휘파람을 불면 안 되는 이유이다.

구   문 

해   설 

①  Do you think [(that) all superstitions are silly]? 

 [  ]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②  Well, some started for good reasons! 

 some은 some superstitions를 가리킨다.

⑥  To tell each other to pull or (to) loosen the ropes, they whistled. 

 To tell은 ‘말하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tell + 목적어 + to-v」는 ‘~에게 …하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to pull과 (to) loosen이 접속사 or로 병렬 연결

되어 있다.

⑦  Whistles [from the audience] sometimes confused them! 

 전치사구 [  ]의 수식을 받는 Whistles가 주어이고, confused가 동사이다.

⑪  Whistles don’t cause accidents any more.

 「not ~ any more」는 ‘더 이상 ~ 않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⑬  This is why you should not whistle at the theater.

 「this is why ~」는 ‘이것이 ~한 이유이다’의 의미로,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온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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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52~53

정   답 1  ④     2  : JoAnn  : Lulu     3  ④     4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1 여행지에서 한 반려돼지가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한 일화이므로, 제목으로는 ④ ‘용감한 돼지가 주인을 구하다’가 가

장 알맞다.

① 왜 돼지가 최고의 반려동물인가? ②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방법 

③ 야생 속 놀라운 동물들 ⑤ 심장발작을 막는 최고의 방법  

2 : 앞 문장의 JoAnn을 가리킨다.  : 같은 문장 앞부분의 Lulu를 가리킨다. 

3 ④: 문장 ⑧에서 한 운전자가 Lulu를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섰다고 했다. 

①은 문장 ①-②에, ②는 문장 ③에, ③은 문장 ⑤-⑥에, ⑤는 문장 ⑫에 언급되어 있다.

4 문장 ⑦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In 1998, / Jack and JoAnn Altman went on a trip. / ②  The couple took Lulu, their 
                1998년에      Jack과 JoAnn Altman은 여행을 갔다                              부부는 그들의 반려돼지인 Lulu도 

pet pig, too. / ③  When Jack went fishing, / JoAnn had a heart attack! / ④  She called for 
데려갔다                       Jack이 낚시하러 갔을 때                 JoAnn은 심장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소리를 쳐 

help, / but no one heard her. /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⑤  Lulu knew / something was wrong, / so she ran for help! / ⑥  She jumped / 
                 Lulu는 알았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도움을 구하러 달렸다   그녀는 뛰었다        

through the pet door / and ran into the street. / ⑦  She lay down / in the road / and played  
반려동물 문을 통과하여            그리고 거리로 달렸다                         그녀는 누웠다          도로에         그리고 죽은 척했다         

dead / to get attention. / ⑧  One driver stopped / to check on her. / ⑨  Then / Lulu got up / 
              주의를 끌기 위해                한 운전자가 멈췄다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그때        Lulu는 일어났다   

and ran back inside. / ⑩  The driver followed / and called an ambulance / right away. / 
그리고 안으로 다시 달려갔다           운전자는 따라갔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렀다                      즉시                        

⑪  JoAnn was able to get help / in time, / thanks to Lulu! / ⑫  People everywhere heard / 
      JoAnn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제시간에       Lulu 덕분에                        모든 곳의 사람들이 들었다                   

about her brave act. / ⑬  She became a hero! /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1998년에 Jack과 JoAnn Altman은 여행을 갔다. 부부는 반려돼지인 Lulu도 데려갔다. Jack이 낚시하러 갔을 때, 

JoAnn은 심장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소리를 쳐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Lulu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하러 달렸다! 그녀는 반려동물 출입문을 뛰어 통과하여 거리로 달

렸다. 그녀는 주의를 끌기 위해 도로에 누워 죽은 척했다. 한 운전자가 Lulu를 확인하기 위해 멈췄다. 그때 Lulu는 일

어나서 안으로 다시 달려갔다. 운전자는 따라가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Lulu 덕분에 JoAnn은 제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곳의 사람들이 Lulu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들었다. Lulu는 영웅이 되었다!

3
문   제

해   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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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⑤  Lulu knew [(that) something was wrong], so she ran for help! 

 [  ]는 동사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⑦  She lay down in the road and played dead to get attention. 

 문장의 동사 lay down과 played dea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to get attention은 ‘주의를 끌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다.

⑧  One driver stopped to check on her.

 「stop + to-v」는 ‘~하기 위해 멈추다’의 의미로, 이때 to check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이다. (cf. 「stop + v-ing」: ~하는 것을 멈추다) 

⑪  JoAnn was able to get help in time, thanks to Lulu! 

 「be able + to-v」는 ‘~할 수 있다’의 의미이다.

 「thanks to＋명사(구)」는 ‘~ 덕분에’의 의미이다.

⑬  She became a hero!

 「become + 명사」는 ‘~가 되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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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     2  ⓑ     3  ⓐ     4  ③     5  ①     6  accident     7  combine     8  move     
9  are good for     10  thanks to 

문 제 

해 설

1 drop(떨어뜨리다) - ⓒ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다

2 pull(당기다, 잡아당기다) - ⓑ 손으로 무언가를 자기 쪽으로 옮기다 

3 cause(초래하다, 일으키다) - ⓐ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다

4 silly(어리석은, 바보 같은)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③ ‘stupid(어리석은, 멍청한)’이다.

아무도 그 바보 같은 생각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① 조용한   ② 간단한   ④ 건강한   ⑤ 효과적인

5 raised(들어 올렸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① ‘lifted(들어 올렸다)’이다. 

우승자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미소 지었다.

② 확인했다   ③ 휘파람을 불었다   ④ 혼란스럽게 했다   ⑤ 느슨하게 했다

[6-8]

(연료를) 태우다     움직이다     결합하다     사고, 재해     배경   

6 그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   

7 그 선생님은 학습과 놀이를 결합하려고 노력한다.   

8 몸을 많이 움직이면, 따뜻해질 것이다.   

9 ~에 좋다: be good for     

10 ~ 덕분에: thanks to    

퍼 즐 1  road     2  brave     3  remain(ed)     4  exercise     5  planet     6  trash     7  environment     
8  act      9  hero      10  attention

1 도로에 차가 너무 많다. 

2 한 용감한 남자가 도둑을 잡는 것을 도와주었다. 

3 대형 화재 이후에 어떤 나무도 남지 않았다.

4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5 지구는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다.

6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라.

8 당신의 친절한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9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그 도시의 영웅이 되었다.

10 주의를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Review  Test 본책  pp. 54~55
SECTIO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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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58~59
정   답 1  ②     2  ⑤     3  ④     4  (그곳이 약 영하 200도라서) 인간이 (1초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1 천왕성에서 방귀 냄새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천왕성의 냄새 나는 비밀’이 가장 알맞다.

① 은하계를 여행하는 방법   ③ 인간은 천왕성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④ 우리는 은하계에서 무엇이든 냄새를 맡을 수 있는가? ⑤ 천왕성: 은하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  

2 천왕성의 방귀 냄새에 대한 연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방귀를 자주 뀌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e)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3 ④: 천왕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언급되지 않았다. 

①은 문장 ⑦, ②는 문장 ⑧, ③은 문장 ⑫, 그리고 ⑤는 문장 ⑮를 통해 알 수 있다. 

4 문장 ⑫-⑬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The world is filled / with many different smells. / ②  But / what does the rest 
                 세상은 가득 차 있다               다양한 냄새로            그런데   은하계의 나머지는 

of the galaxy smell like? / ③  Well, / scientists can tell you / about one planet. / ④  Uranus 
어떤 냄새가 날까       자          과학자들은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한 행성에 대해                 천왕성은 

smells like farts! / ⑤  How do they know? / ⑥  They studied / the clouds of Uranus. / 
방귀 냄새가 난다                     그들이 어떻게 알까                          그들은 연구했다        천왕성의 구름을 

⑦  They discovered / the clouds are made of / hydrogen sulfide. / ⑧  This gas smells / 
      그들은 발견했다                그 구름이 ~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황화수소로                            이 가스는 냄새가 난다  

like farts or rotten eggs. / (⑨  If you fart too often, / you should see a doctor. /) ⑩  Don’t 
방귀나 썩은 달걀 같은                         당신이 너무 자주 방귀를 뀐다면  당신은 진찰을 받아야 한다                      걱정하지 

worry / though. / ⑪  You will never smell Uranus. / ⑫  It’s about -200˚C there! / ⑬  Humans 
마라          하지만               당신이 천왕성 냄새를 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곳은 약 영하 200도이다          인간은 

can’t survive / even for a second! / 
생존할 수 없다       1초도

⑭  Now / scientists are looking at Neptune. / ⑮  They think / it might be covered / in a 
                 이제       과학자들은 해왕성을 살피고 있다                          그들은 생각한다  그것이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similar gas. /
비슷한 기체로

세상은 다양한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은하계의 나머지는 어떤 냄새가 날까? 자, 과학자들은 한 행성에 대해

서는 알려줄 수 있다. 천왕성은 방귀 냄새가 난다! 그들이 어떻게 알까? 그들은 천왕성의 구름을 연구했다. 그들은 그 구

름이 황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스는 방귀나 썩은 달걀 같은 냄새가 난다. (당신이 너무 자주 방

귀를 뀐다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천왕성 냄새를 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곳은 약 

영하 200도이다! 인간은 1초도 생존할 수 없다! 

이제 과학자들은 해왕성을 살피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비슷한 기체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SECTION 06

1
문   제

해   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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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④  Uranus smells like farts! 

 「smell like ~」는 ‘~의 냄새가 나다’의 의미로, 뒤에 명사가 온다.

⑦  They discovered [(that) the clouds are made of hydrogen sulfide]. 

 [  ]는 동사 discover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⑭  Now scientists are looking at Neptune.

 are looking은 ‘살피고 있다’의 의미로, 「be동사의 현재형＋v-ing」의 현재진행형이다.

⑮  They think [(that) it might be covered in a similar gas].

 [  ]는 동사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본책  pp. 60~61

정   답 1  ④     2  ②     3  (1) T  (2) F     4  (1) burn  (2) ice

1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④ ‘왜 화상에 

얼음을 대면 안 되는가’가 가장 알맞다.

① 치료를 위한 얼음의 사용 ② 통증을 가라앉히는 단순한 방법들  

③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 ⑤ 왜 주방에서 조심해야 하는가

2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얼음이 실제로는 화상을 더 느리게 낫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므로, 과학자들이 

치료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는 내용의 문장 ⑤와 화상에 얼음을 사용하는 것의 또 다른 영향을 설명하는 문장 

⑥ 사이인 ②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3 (1) 문장 ⑥에 언급되어 있다.

(2) 문장 ⑫에서 피부가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을 경우에 진찰을 받으라고 했다. 

4 문장 ④-⑥에 언급되어 있다.

(1) 화상을 입으면, 그 위에 (2) 얼음을 대면 안 된다. 대신 그곳을 시원한 흐르는 물 아래에 두어라.   

본   문

직   독

직   해

①  In the kitchen, / you burn your hand / on a hot pan. / ②  You run / to get some 
                 주방에서                     당신은 손을 덴다                     뜨거운 팬에                     당신은 뛴다    얼음을 가지러  

ice / to ease the pain. / ③  Stop! / ④  Ice doesn’t help. /
         통증을 가라앉힐                  멈춰라          얼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Some scientists compared / the treatment effects / of ice and other cures. / They 
                몇몇 과학자들이 비교했다                    치료 효과를            얼음과 다른 치료법의                   그들은 

found / ice actually made the burn / get better more slowly. / ⑥  Also, / ice caused / frostbite 
발견했다   얼음이 실제로는 화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더 느리게 낫도록                        게다가    얼음은 야기했다  동상과 

and the most serious skin damage. /
가장 심각한 피부 손상을 

⑦  So, / how can we treat a burn? / ⑧  Put the burn / under cool, running water / for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화상을 두어라        시원한 흐르는 물 아래에     

20 minutes. / ⑨  Or / you can use a cool, wet cloth. / ⑩  Then / clean the area. / ⑪  In 
20분간                         또는   시원한 젖은 헝겊을 사용해도 된다                        그런 다음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해라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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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y, / you can treat most minor burns / at home. / ⑫  However, / see a doctor / if 
이 방법으로    당신은 대부분의 가벼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다  집에서                       그러나              진찰을 받아라     

your skin doesn’t get better / in two weeks. /
피부가 낫지 않으면                             2주 후에

당신은 주방에서 뜨거운 팬에 손을 덴다. 당신은 통증을 가라앉힐 얼음을 가지러 뛴다. 멈춰라! 얼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몇몇 과학자들이 얼음과 다른 치료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그들은 얼음이 실제로는 화상을 더 느리게 낫도록 한

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얼음은 동상과 가장 심각한 피부 손상을 야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화상 입은 곳을 시원한 흐르는 물 아래에 20분간 두어라. 또는 

시원한 젖은 헝겊을 사용해도 된다. 그런 다음 그 부위를 깨끗하게 해라. 이 방법으로, 대부분의 가벼운 화상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가 2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으면 진찰을 받아라. 

구   문 

해   설 

②  You run to get some ice to ease the pain. 

 to get은 ‘가져오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to ease는 ‘가라앉힐’의 의미로, some i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⑤  Some scientists compared the treatment effects of ice and other cures. 

 전치사 of의 목적어 ice와 other cures가 접속사 and로 연결되어 있다.

 They found [(that) ice actually made the burn get better more slowly]. 

 [  ]는 동사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은 ‘~가 …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⑫  However, see a doctor if your skin doesn’t get better in two weeks.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in은 ‘~ 후에, ~ 지나’의 의미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본책  pp. 62~63

정   답 1  ③     2  ③     3  그림에 죽은 고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     4  ④

1 17세기의 한 그림을 복원하는 중에 그림 속에 죽은 고래 한 마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주제로는 ③이 가장 알맞다.

2 ③: 문장 ③에서 해변에 사람들이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라고는 했으나 해변에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언급은 없

다. 

①은 문장 ①에, ②는 문장 ②에, ④는 문장 ⑤-⑥에, ⑤는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3 문장 ⑨를 통해 알 수 있다.

4 앞 문장에서 죽은 고래가 불쾌한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불운’이 가장 알맞다.

① 평화     ② 힘     ③ 승리     ⑤ 장수

본  문

해  석

3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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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직   독

직   해

①  One restorer was cleaning / a 17th-century painting. / ②  It was made / by Dutch 
                 한 복원 전문가가 닦고 있었다             17세기 그림 하나를                        그것은 만들어졌다[그려졌다]   

painter Hendrick van Anthonissen. / ③  The painting was a scene / of people on a beach. / 
네덜란드 화가 핸드릭 반 안소나이젠에 의해                 그 그림은 장면이었다                해변에 사람들이 있는    

④  But / it had a secret. / ⑤  As she cleaned the painting, / a thin layer of paint / came off. / 
     그런데  그것은 비밀을 갖고 있었다  그녀가 그림을 닦았을 때                       얇은 물감 한 겹이                  떼어졌다            

⑥  She saw something strange. / ⑦  Surprisingly, / it was a huge fin! / ⑧  She continued to 
      그녀는 이상한 무언가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거대한 지느러미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remove / the layers of paint. / ⑨  Soon / a dead whale appeared / on the beach. / 
제거했다      물감의 겹들을            곧           죽은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다       해변에

⑩  But / why was the whale hidden? / ⑪  Researchers said / dead whales were / an 
                 그런데  고래는 왜 숨겨졌을까                                    연구가들은 말했다           죽은 고래는 ~이었다고

unpleasant subject / for the people of that time. / ⑫  Some people believed / they meant 
불쾌한 대상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                 그것들이 불운을 

bad luck. / ⑬  So / it is likely that / the whale was covered up. / ⑭  But / that’s just one 
의미한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고래가 완전히 가려졌을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guess. / ⑮  We may never know! /
추측일 뿐이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한 복원 전문가가 17세기 그림 한 점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네덜란드 화가 핸드릭 반 안소나이젠에 의해 그려졌다. 

그 그림은 해변에 사람들이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비밀을 갖고 있었다. 그녀가 그림을 닦았을 때, 얇은 물감 한 

겹이 떼어졌다. 그녀는 이상한 무언가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거대한 지느러미였다! 그녀는 물감의 겹들을 계속해서 

제거했다. 곧 해변에 죽은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런데 고래는 왜 숨겨졌을까? 연구가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죽은 고래가 불쾌한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

람들은 그것들이 불운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고래가 완전히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구   문 

해   설 

①  One restorer was cleaning a 17th-century painting. 

 was cleaning은 ‘닦고 있었다’의 의미로, 「be동사의 과거형＋v-ing」의 과거진행형이다.

②  It was made by Dutch painter Hendrick van Anthonissen. 

 was made는 ‘만들어졌다’의 의미로, 「be＋p.p.」의 수동태이다.

⑤  As she cleaned the painting, a thin layer of paint came off. 

 As는 ‘~할 때’의 의미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⑥  She saw something strange.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므로, 형용사 strange가 something 뒤에 왔다.

⑧  She continued to remove the layers of paint. 

 「continue + to-v[v-ing]」는 ‘계속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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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Researchers said [(that) dead whales were an unpleasant subject for the people {of that 

time}]. 

 [  ]는 동사 sai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  }는 the people을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⑬  So it is likely that the whale was covered up. 

 「it is likely that ~」은 ‘~일 것 같다, ~일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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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discover     2  compare     3  ease     4  ②     5  ①     6  burn(ed)     7  hide     8  survive(d)     
9  is filled with      10  is covered in 

문 제 

해 설

[1-3]

치료하다     (깨끗이) 닦다     (고통 등을) 덜어 주다     비교하다     발견하다   

1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발견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discover(발견하다)이다. 

2 ‘사물들 사이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찾아내려 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compare(비교하다)이다.  

3 ‘무언가를 덜 고통스럽거나 덜 심각하게 만들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ease((고통 등을) 덜어주다)이다. 

4 minor(작은, 가벼운)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② ‘serious(심각한)’이다. 

작은 일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① 나쁜   ③ 유사한, 비슷한   ④ 가능성 있는, ~할 것 같은   ⑤ 중요하지 않은

5 unpleasant(불쾌한)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① ‘nice(좋은)’이다.

이 방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② 냄새나는   ③ 이상한   ④ 독특한   ⑤ 친숙한

[6-8]

방귀; 방귀를 뀌다     나타나다     데다, 화상을 입다[입히다]     감추다, 숨기다     살아남다, 생존하다

6 그 요리사는 오븐에 손가락을 데었다. 

7 내 개들은 항상 내 신발을 숨기지만 난 항상 찾아낸다. 

8 아무도 그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9 ~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10 ~로 덮이다: be covered in    

퍼 즐 1  damage     2  victory     3  Surprisingly     4  cloth     5  huge     6  secret     7  beach     
8  scene(s)     9  guess     10  thin

Do your best!

1 홍수는 많은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2 그 팀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3 놀랍게도 그 환자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4 나는 마른 천으로 창문을 닦았다.

5 코끼리는 거대한 동물이다.

6 네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7 매년 여름 우리 가족은 바닷가로 수영하러 간다. 

8 그 화가는 산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렸다. 

9 내 추측은 맞았다. 

10 강에 얇은 얼음층이 있다.  

Review  Test 본책  pp. 64~65
SECTION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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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68~69
정   답 1  ⑤     2  ⑤     3  ①, ③, ⑤     4  (1) awake  (2) asleep

1 비행기 이착륙 시 잠을 자면 귀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어서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의 글이므로, 주제로는 ⑤가 가장 알맞다.

2 이착륙 시에 잠을 자면 귀가 손상될 수 있다는 내용 중에,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이 청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의 (e)는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3 ①, ③은 문장 ⑦에, ⑤는 문장 ⑧에 언급되어 있다. 

4 문장 ⑨, ⑭에 언급되어 있다.

이륙과 착륙 동안 (1) 깨어 있어야 한다. (2) 잠들어 있을 때는 귀 내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You get on a flight / and put on your seat belt. / ②  You want to get some sleep. / 
                 당신은 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안전띠를 맨다                                당신은 잠을 좀 자고 싶다               

③  But / sleeping / during takeoff and landing / is not a good idea. / ④  At these times, / the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은  이륙과 착륙 동안에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때는                 

air pressure in the airplane / changes quickly. / ⑤  This changes the pressure / in your ears. / 
비행기 안의 기압이     빠르게 변한다                     이는 압력을 변화시킨다                    당신 귀 내부의

⑥  Your ears may pop. / ⑦  To reduce the pressure / in your ears, / you can yawn or swallow. / 
      당신의 귀가 먹먹해질지도 모른다   압력을 낮추기 위해               귀 내부의        당신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수 있다  

⑧  Chewing gum helps, / too. / ⑨  But / you cannot do these things / when you are asleep. /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하지만  당신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는                    

⑩  This could damage your ears. / ⑪  You might feel dizzy. / ⑫  At worst / you could lose / 
      이것이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어지러울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  당신은 잃을 수도 있다    

some of your hearing. / (⑬  Listening to loud music / might lead to hearing loss. /) 
청력 일부를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은            청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⑭  So / next time you feel sleepy / on an airplane, / remember: / be awake / during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졸음이 오면               비행기에서                   기억하라              깨어 있어라      

takeoff and landing. / 
이륙과 착륙 동안에는

당신은 비행기에 탑승해서 안전띠를 맨다. 당신은 잠을 좀 자고 싶다. 그러나 이륙과 착륙 동안에 자는 것은 좋은 생

각이 아니다. 이때는, 기내 기압이 빠르게 변한다. 이는 귀 내부의 압력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귀가 먹먹해질지도 모른다. 

귀 내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당신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킬 수 있다.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신이 자

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어지러울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 당

신은 청력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듣는 것은 청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에 비행기에서 졸음이 오면, 기억하라. 이륙과 착륙 동안에는 깨어 있어라.

SECTION 07

1
문   제

해   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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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 

해   설 

②  You want to get some sleep. 

 「want + to-v」는 ‘~하기를 원하다, ~하고 싶어 하다’의 의미이다.

③  But [sleeping during takeoff and landing] is not a good idea.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며,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 is가 쓰였다. 

 during은 ‘~ 동안’의 의미인 전치사이다. 

④  At these times, the air pressure [in the airplane] changes quickly. 

 these times는 앞 문장의 takeoff and landing을 가리킨다.

 전치사구 [  ]의 수식을 받는 the air pressure가 주어, changes가 동사이다.

⑦  To reduce the pressure in your ears, you can yawn or swallow. 

 To reduce는 ‘낮추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⑨  But you cannot do these things when you are asleep. 

 when은 ‘~할 때’의 의미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⑪  You might feel dizzy. 

 「feel + 형용사」는 ‘~하게 느끼다’의 의미이다.

⑭  So next time you feel sleepy on an airplane, remember: be awake during takeoff and 

landing.

 「next time ~」은 ‘다음에 ~할 때[하면]’의 의미인 접속사이다.

본책  pp. 70~71

정   답 1  ③     2  : whistles  : referees     3  ②     4  (1) T  (2) F

1 스포츠에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사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스포츠에서의 호루라기 사용’

이 가장 알맞다.

① 호루라기는 언제 사용되는가? ② 심판: 스포츠 경찰  

④ 경찰을 위한 유용한 발명품들 ⑤ 경기장에서의 군중 관련 문제  

2 : 심판들이 항상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them은 앞 문장의 whistles를 가리킨다.

: 앞 문장에서 심판들이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했고, 한 발명가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them은 

앞 문장의 referees를 가리킨다.

3 ‘그러나 19세기에 스포츠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소리치는 것이 소규모 경기에서는 괜찮았

다는 내용의 문장 ④와 군중이 더 많아지고 시끄러워졌다는 내용의 문장 ⑤ 사이인 ②에 오는 것이 가장 알맞다.

4 (1) 문장 ⑧-⑩을 통해 알 수 있다.

(2) 문장 ⑩에서 Joseph Hudson이 호루라기를 스포츠에 도입했다고 했다.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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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직   독

직   해

①  Whistles are useful / for referees. / ②  But / they didn’t always have them. / ③  At 
                 호루라기는 유용하다            심판에게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first, / they waved flags and shouted / to get players’ attention. / ④  Shouting was fine / for 
처음에는  그들은 깃발을 흔들고 소리쳤다                 선수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치는 것은 괜찮았다  

small games. / But / in the 19th century, / sports became popular. / ⑤  The crowds 
소규모 경기에서는      그러나  19세기에                                   스포츠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군중이 ~해졌다    

became / bigger and louder. / ⑥  In the noise, / players couldn’t hear the referees. / 
                     더 많고 더 시끄럽게                     소음 속에서               선수들은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⑦  Referees really needed something! /
      심판은 정말 무언가가 필요했다

⑧  Inventor Joseph Hudson / gave them a solution. / ⑨  He invented a new whistle / in 
                 발명가 Joseph Hudson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다              그는 새로운 호루라기를 발명했다        

the 1880s. / ⑩  It was for the police / at first, / but later / he introduced it / to sports. / ⑪  It 
1880년대에            그것은 경찰을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후에  그가 그것을 도입했다    스포츠에        그것은 

could be heard / in large crowds. / ⑫  It was much better / than shouting! / ⑬  Soon, / the
들릴 수 있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것은 훨씬 더 좋았다          소리치는 것보다                곧         

whistle became common. /  
호루라기가 흔해졌다

⑭  Now / whistles are used / in most noisy sports, / and even in the Olympics. /
                현재       호루라기는 사용된다       대부분의 시끌벅적한 스포츠에서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심판에게 호루라기는 유용하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은 선수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깃발을 흔들고 소리쳤다. 소리치는 것은 소규모 경기에서는 괜찮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스포츠가 인

기를 얻게 되었다. 군중이 더 많아지고 더 시끄러워졌다. 소음 속에서 선수들은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심판은 

정말 무언가가 필요했다!

발명가 Joseph Hudson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다. 그는 1880년대에 새로운 호루라기를 발명했다. 그것은 처

음에는 경찰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그가 그것을 스포츠에 도입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들릴 수 있었다. 그

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곧, 호루라기가 흔해졌다.

현재 호루라기는 대부분의 시끌벅적한 스포츠에서,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에서도 사용된다.

구   문 

해   설 

②  But they didn’t always have them. 

 「not always」는 ‘항상 ~인 것은 아니다’의 의미이다.

④  Shouting was fine for small games.

 Shouting은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며,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 was가 쓰였다.

⑤  The crowds became bigger and louder. 

 「become + 형용사의 비교급」은 ‘더 ~해지다, 더 ~하게 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형용사의 비교급 bigger와 

louder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⑧  Inventor Joseph Hudson gave them a solution. 

 「give A B」는 ‘A에게 B를 주다’의 의미로, them이 A, a solution이 B에 해당한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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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It was much better than shouting! 

 much는 ‘더욱,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even, still, a lot, far도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본책  pp. 72~73

정   답 1  ③     2  (1) F  (2) T     3  (고릴라들은) 더 크게 노래한다.     4  (1) eat  (2) happy

1 고릴라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을 느끼고 노래를 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맛있는 음식이 고릴

라를 노래하게 만든다!’가 가장 알맞다.

① 고릴라는 노래를 할 수 있는가?  ② 고릴라도 감정이 있는가?  

④ Eva Luef: 역사상 최고의 동물학자  ⑤ 인간과 고릴라의 차이점  

2 (1) 문장 ③에서 콩고의 야생 고릴라를 연구했다고 했다.

(2) 문장 ⑧-⑨에 언급되어 있다.

3 문장 ⑫에 언급되어 있다.

Q: 고릴라들은 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하는가? 

4 행복한         잠자다         먹다         배고픈  

고릴라들은 (1) 먹을 때 두 가지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그들이 (2)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We feel happy / when we eat delicious food. / ②  Gorillas do too, / and they show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고릴라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it! /
그것을 보여 준다

③  Zoologist Eva Luef studied / wild gorillas / in the Congo. / ④  She found / that they 
                동물학자 Eva Luef는 연구했다             야생 고릴라를       콩고에 있는                    그녀는 발견했다  그들이 

made two different sounds / during meals. / ⑤  One sound was a deep, steady humming. / 
두 가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식사 중에                       한 가지 소리는 낮고 고정적인 콧노래였다            

⑥  It sounded / like a sigh of satisfaction. / ⑦  The other sound was like a song. / ⑧  Gorillas 
      그것은 들렸다    만족의 한숨처럼                                   다른 소리는 노래 같았다                                      고릴라들은 

sang different notes / to make their own melody. / ⑨  Each gorilla has / its own style. / 
각기 다른 음을 노래했다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고릴라 각자는 갖고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⑩  You can tell / who is singing. / ⑪  Their songs might tell others / to come and enjoy the 
     당신은 구분할 수 있다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     그들의 노래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와서 음식을 

food / with them. / ⑫  When they have their favorite food, / they sing more loudly! / ⑬  These  
즐기자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더 크게 노래한다                 이  

two habits are ways / to show / their happiness. /  
두 가지 습관은 방법이다       보여 주는      그들의 행복을

3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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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낀다. 고릴라도 그러한데, 그들은 그것을 보여 준다! 

동물학자 Eva Luef는 콩고에 있는 야생 고릴라를 연구했다. 그녀는 그들이 식사 중에 두 가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가지 소리는 낮고 고정적인 콧노래였다. 그것은 만족의 한숨처럼 들렸다. 다른 소리는 노래 같았다. 고

릴라들은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음을 노래했다. 고릴라 각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당

신은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의 노래는 다른 이들에게 와서 음식을 그들과 같이 즐기자고 말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더 크게 노래한다! 이 두 가지 습관은 그들의 행복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구   문 

해   설 

①  We feel happy when we eat delicious food. 

 「feel + 형용사」는 ‘~하게 느끼다’의 의미이다.

 when은 ‘~할 때’의 의미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②  Gorillas do too, and they show it!

 do는 feel happy when they eat delicious food를 대신한다.

 it은 앞 절의 내용을 가리킨다. 

④  She found [that they made two different sounds during meals]. 

 [  ]는 동사 fou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during은 ‘~ 동안, ~(하는) 중에’의 의미인 전치사이다.

⑥  It sounded like a sigh of satisfaction. 

 「sound like + 명사」는 ‘~처럼 들리다’의 의미이다.

⑧  Gorillas sang different notes to make their own melody.

 to make는 ‘만들기 위해’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⑨  Each gorilla has its own style. 

 「each + 단수 명사」는 ‘각각의 ~’의 의미로,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 has가 쓰였다.

⑩  You can tell [who is singing]. 

 [  ]는 tel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⑪  Their songs might tell others to come and (to) enjoy the food with them. 

 「tell + 목적어 + to-v」는 ‘~에게 …하라고 말하다’의 의미이다.

 to come과 (to) enjoy는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⑬  These two habits are ways to show their happiness. 

 to show는 ‘보여 주는’의 의미로, 명사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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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     2  ⓒ     3  ⓐ     4  ③     5  ②     6  lose     7  wave(d)     8  chew     
9  put on     10  lead to 

문 제 

해 설

1 crowd(사람들, 군중) - ⓑ 같은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2 yawn(하품하다) - ⓒ 입을 벌리고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다

3 invent(발명하다) - ⓐ 새로운 것을 만들다

4 takeoff(이륙)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③ ‘landing(착륙)’이다.

이륙 시에 휴대폰을 꺼 주십시오.

① 소음   ② 항공기   ④ 경기장   ⑤ 콧노래   

5 loud(소리가 큰, 시끄러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② ‘noisy(시끄러운)’이다.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목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① 유용한   ③ 고정적인, 한결같은   ④ 깨어 있는   ⑤ 잠이 든

[6-8]

흔들다     잃다, 상실하다     (음식을) 씹다     줄이다, 낮추다     호각, 호루라기   

6 열쇠를 가방 안에 보관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7 그 남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8 어린아이들이 딱딱한 음식을 씹기는 쉽지 않다.   

9 ~을 입다, 착용하다: put on      

10 ~로 이어지다: lead to    

퍼 즐 1  dizzy     2  delicious     3  swallow(ed)     4  show     5  loss     6  favorite     7  habit     
8  meal     9  deep     10  asleep

1 나는 3D 영화를 볼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

2 이 쿠키들은 매우 맛있는 냄새가 난다.    

3 그녀는 발표 중에 초조하게 침을 삼켰다.

4 제게 여권을 보여 주십시오.

5 그 사고는 기억 상실을 야기했다.

6 수학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이다.

7 그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 

8 식사 때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9 그 가수는 낮은 목소리를 가졌다. 

10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Review  Test 본책  pp. 74~75
SECTION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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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  pp. 78~79
정   답 1  ③     2  ⑤     3  (1) candles  (2) letter

1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 마을인 드뢰박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③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 마을’이 가장 

알맞다.

① 산타클로스는 누구인가?  ② 크리스마스의 기원  

④ 산타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써라!  ⑤ 세계의 크리스마스 전통 

2 ⑤: 문장 ⑬에서 운이 좋으면 크리스마스에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했다. 

①은 문장 ④에, ②는 문장 ⑤-⑥에, ③은 문장 ⑨에, ④는 문장 ⑩에 언급되어 있다.

3 문장 ⑧과 ⑪에 언급되어 있다.

Tregaarden’s Julehus에서 크리스마스 장식과 (1) 양초를 살 수 있으며, 산타의 우체국에서 산타에게 

(2)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Do you love Christmas? / ②  Then / you’ll love Drøbak, Norway. / ③  It’s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매우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노르웨이의 드뢰박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Christmas / all year / in Drøbak! / ④  In Norway, / people say / that Santa Claus was born / 
크리스마스이다  일 년 내내   드뢰박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은 말한다  산타클로스가 태어났다고                   

in Drøbak. / ⑤  You can see special street signs / about Santa / there. / ⑥  They tell you / 
드뢰박에서                당신은 특별한 거리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산타에 관한          그곳에서  그것들은 당신에게 말한다

to watch out for Santa. /
산타를 조심하라고

⑦  The village is mainly famous / for Tregaarden’s Julehus, or “Christmas House.” / 
                 마을은 주로 유명하다                                 Tregaarden’s Julehus, 즉 ‘크리스마스 집’으로   

⑧  You can buy / Christmas decorations and candles / there. / ⑨  Around 250,000 people 
      당신은 살 수 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양초를                                  그곳에서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visit it / each year. / ⑩  And Santa’s post office is next door. / ⑪  You can buy stamps / 
방문한다     매년                         그리고 산타의 우체국이 옆집에 있다                                   당신은 우표를 살 수 있다          

and send Santa a letter. / ⑫  He will read your letter /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 
그리고 산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는 당신의 편지를 읽을 것이다      11월과 12월 동안      

⑬  If you’re lucky, / you can take a picture / with him / on Christmas Day! /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매우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노르웨이의 드뢰박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드뢰박에서는 일 년 내

내 크리스마스이다!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드뢰박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산타에 관한 특별한 

거리 표지판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산타를 조심하라고 말해 준다.

마을은 주로 Tregaarden’s Julehus, 즉 ‘크리스마스 집’으로 유명하다.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양초를 살 

SECTION 08

1
문   제

해   설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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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매년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산타의 우체국이 옆집에 있다. 당신은 우표를 사서 산타

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는 당신의 편지를 11월과 12월 동안 읽을 것이다. 당신이 운이 좋다면, 크리스마스에 산타

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구   문 

해   설 

④  In Norway, people say [that Santa Claus was born in Drøbak]. 

 [  ]는 동사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was born은 ‘태어났다’의 의미로, 「be＋p.p.」의 수동태이다.

⑥  They tell you to watch out for Santa.

 「tell + 목적어 + to-v」는 ‘~에게 …하라고 말하다’의 의미이다.

⑪  You can buy stamps and send Santa a letter.

 조동사 can 뒤에 동사원형 buy와 send가 접속사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send A B」는 ‘A에게 B를 보내다’의 의미로, Santa가 A, a letter가 B에 해당한다. 

⑬  If you’re lucky, you can take a picture with him on Christmas Day! 

 If는 ‘만약 ~라면’의 의미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본책  pp. 80~81

정   답 1  ③     2  (1) F  (2) T     3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4  (1) swallow  (2) digest

1 껌을 삼켰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주제로는 ③이 가장 알맞다.

2 (1) 문장 ⑥에서 우리 몸은 껌을 여느 다른 음식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했다.

(2) 문장 ⑨-⑩에 언급되어 있다.

3 문장 ⑭에 언급되어 있다.

4 삼키다        소화시키다        야기하다        머무르다, 남다

껌을 (1) 삼키면, 몸은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저장한다. 그러나 위는 껌 기초제를 (2)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

래서 몸은 단순히 그것을 밀어낸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You accidentally swallowed / gum. / ②  Oops! / ③  According to some people, / now /
                 당신은 잘못해서 삼켰다                     껌을             이런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이제  

it will stay / in your body / for seven years. / ④  Is that true? /
그것은 머물 것이다  당신의 몸속에   7년 동안                           그게 사실일까

⑤  No! / ⑥  Your body treats gum / like any other food. / ⑦  First, / some parts of it / 
                아니다         당신의 몸은 껌을 취급한다         여느 다른 음식과 똑같이              우선        그것의 일부는       

break down / in your stomach. / ⑧  Then / your body saves any nutrients. / ⑨  But / your 
분해된다               당신의 위에서                        그런 다음  당신의 몸은 어떤 영양소든 저장한다                  그러나   

body cannot digest one part: / the gum base. / ⑩  The chemicals in the gum base / don’t 
몸이 한 부분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껌 기초제이다                   껌 기초제 속의 화학 물질은                      

2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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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down / easily. / ⑪  So / your body simply pushes it / through your digestive system. / 
분해되지 않는다    쉽게               그래서   몸은 단순히 그것을 밀어낸다             소화 기관을 통해                                     

⑫  And finally / it leaves your body. /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몸을 떠난다

⑬  Swallowing gum / is usually harmless, / but don’t make it a habit. / ⑭  Swallowing 
                껌을 삼키는 것은             대개는 무해하다                   그러나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는 마라     너무 많은 껌을

too much gum / at once / can cause digestive problems! /
삼키는 것은                한꺼번에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은 잘못해서 껌을 삼켰다. 이런!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이제 그것은 7년 동안 당신의 몸속에 머물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아니다! 당신의 몸은 껌을 여느 다른 음식과 똑같이 취급한다. 우선, 그것의 일부는 당신의 위에서 분해된다. 그런 

다음 당신의 몸은 어떤 영양소든 저장한다. 그러나 몸이 한 부분은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바로 껌 기초제이다. 껌 기초

제 속의 화학 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단순히 그것을 소화 기관을 통해 밀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마

침내 몸을 떠난다.

껌을 삼키는 것은 대개는 무해하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는 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껌을 삼키는 것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   문 

해   설 

⑥  Your body treats gum like any other food. 

 like는 ‘~와 마찬가지로, ~와 (똑)같이’의 의미인 전치사로 쓰였다.

⑦  First, some parts [of it] break down in your stomach.

 [  ]는 some part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문장의 주어가 some parts로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형 동사 break가 쓰였다.

⑩  The chemicals [in the gum base] don’t break down easily. 

 [  ]는 앞의 명사 The chemical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이다

 문장의 주어가 The chemicals로 복수 명사이므로, 복수형 동사 don’t가 쓰였다.

⑬  Swallowing gum is usually harmless, but don’t make it a habit. 

 Swallowing gum은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며,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형 동사 is가 쓰였다.

 「make A B」는 ‘A를 B로 만들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it이 A, a habit이 B에 해당한다. 

⑭  [Swallowing too much gum at once] can cause digestive problems!
 [  ]는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이다.

본책  pp. 82~83

정   답 1  ②     2  ②     3  ④     4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치아가 파랗게 되었기 때문에     

1 블루투스의 이름의 유래에 관한 글이므로, 제목으로는 ② ‘블루투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는가’가 가장 알맞다.

①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 ③ 블루투스: 유용한 기술  

본  문

해  석

3
문   제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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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명한 왕들의 재미있는 별명 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인가?  

2 ‘그 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제기하는 문장 ④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 ⑤ 사이인 ②의 위치가 가장 알맞다. 

3 문장 ⑪에 언급되어 있다.

4 문장 ⑧-⑨에 언급되어 있다.

본   문

직   독

직   해

①  Bluetooth is a wireless technology / to connect devices. / ②  This is used by things /  
                블루투스는 무선 기술이다                                 기기를 연결하는                        이것은 물건들에 의해 이용된다

like smartphones, speakers, and earphones! / ③  But / why is Bluetooth called “Bluetooth”? / 
스마트폰,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과 같은                                     그런데  블루투스는 왜 ‘블루투스’라 불릴까 

④  Where did the name come from? /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 behind it. /
      그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그 뒤에는

⑤  There was a king / in the 10th century. / ⑥  His name was Harald Gormsson. / 
                 한 왕이 있었다                  10세기에                                      그의 이름은 Harald Gormsson이었다

⑦  He was famous / for unifying Denmark and Norway. / ⑧  He loved blueberries so much / 
      그는 유명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것으로                            그는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that his teeth became blue! / ⑨  So / people called / him / “Bluetooth.” / 
치아가 파랗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렀다    그를       ‘블루투스’라고        

⑩  The engineers of Bluetooth / named it / after King Harald’s nickname. / ⑪  It 
                 블루투스의 기술자들이                             그것을 이름 지었다  Harald 왕의 별명을 따서        

connected different devices / like he unified different lands. /
그것은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했다         그가 서로 다른 땅을 통합한 것처럼

블루투스는 기기를 연결하는 무선 기술이다. 이것은 스마트폰, 스피커, 그리고 이어폰과 같은 것들에 의해 이용된다! 

그런데 블루투스는 왜 ‘블루투스’라 불릴까? 그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그 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10세기에 한 왕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Harald Gormsson이었다. 그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것으로 유명

했다. 그는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치아가 파랗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블루투스’라고 불렀다. 

블루투스의 기술자들이 Harald 왕의 별명을 따서 그것을 이름 지었다. 그가 서로 다른 땅을 통합한 것처럼 그것은 

서로 다른 기기를 연결했다.

구   문 

해   설 

①  Bluetooth is a wireless technology to connect devices. 

 to connect는 명사구 a wireless technolog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②  This is used by things like smartphones, speakers, and earphones! 

 like는 ‘~ 같은’의 의미인 전치사로 쓰였으며, 뒤에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온다. 

⑦  He was famous for unifying Denmark and Norway. 

 unifying은 전치사 f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이다.

⑧  He loved blueberries so much that his teeth became blue! 

 「so＋부사[형용사]＋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의미이다.

 「become＋형용사」는 ‘~해지다’의 의미이다.

본  문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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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So people called him “Bluetooth.”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다’의 의미이다.

⑩  The engineers of Bluetooth named it after King Harald’s nickname. 

 「name A after B」는 ‘B의 이름을 따서 A를 이름 짓다’의 의미이다.

⑪  It connected different devices like he unified different lands. 

 like는 ‘~처럼’의 의미인 접속사로 쓰여 뒤에 「주어(he) + 동사(unified)」의 절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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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1  harmless     2  nutrient     3  unify     4  ②     5  ①     6  digest     7  connect          
8  treat     9  Watch out for     10  is famous for

문 제 

해 설

[1-3]

통합하다     삼키다     해가 없는, 무해한     영양소, 영양분     무선의   

1 ‘어떤 손상도 일으키지 않는’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harmless(해가 없는, 무해한)이다.

2 ‘음식에 들어 있는 건강에 좋은 무언가’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nutrient(영양소, 영양분)이다.

3 ‘두 개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합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unify(통합하다)이다.

4 pushed(밀었다, 밀어냈다)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② ‘pulled(당겼다, 잡아당겼다)’이다.

소년이 문을 세게 밀었으나,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① 잃었다, 상실했다   ③ 초래했다, 일으켰다   ④ 줄였다, 낮췄다   ⑤ 도입했다

5 leave(떠나다)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① ‘stay(머무르다, 남다)’이다.

너는 왜 고향을 떠나기를 원하니?

② 가지고 가다   ③ 보내다   ④ 방문하다   ⑤ 선택하다, 고르다

[6-8]

취급하다, 대하다     우표     소화시키다     연결하다     (과학) 기술   

6 음식을 소화시키는 동안 눕지 마라.   

7 그들은 두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건설할 것이다.   

8 이것들은 유리컵이니 조심해서 취급해주세요.    

9 ~에 대해 주의하다: watch out for

10 ~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퍼 즐 1  origin – ⓒ     2  nickname – ⓕ     3  save – ⓖ     4  land – ⓐ     5  street – ⓗ     
6  lucky – ⓑ     7  part – ⓔ     8  device – ⓓ

 땅의 지역 – 땅

 좋은 운이 있는 – 운이 좋은 

 어떤 것의 시작이나 원인 – 기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 – 장치 

 어떤 것의 한 부분, 전체가 아닌 것 - 부분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비공식적인 이름 – 별명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무언가를 보관하거나 저장하다 

 – 저장하다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있는 도로 – 거리, 도로

Review  Test 본책  pp. 84~85
SECTION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