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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urprise! pp.8~9

내일은 스미스 씨의 생일이다. 그의 딸들인 준과 샌디는 

아빠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빠를 놀라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종이, 나무 조각 등등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일했다. 점심 식사 후에 준이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랑 공원에 가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공원에 갔다. 깜짝 놀랄 일은 아름다운 

연이었다. 그것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 스미스 씨는 딸들의 

선물에 매우 기뻤다.

어휘  something [sʌ́mθiŋ] 무엇인가, 어떤 것    tell [tél] 
말하다    surprise [sərpráiz] 놀라게 하다; 뜻밖의 일[선물]    

use [júːz] 사용하다    stick [stík] 막대기, 나뭇가지    and 
so on 기타 등등, ~ 등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kite [káit] 연    present 
[préznt] 선물

구문  1행 His daughters, June and Sandy, 
were making something for him.: His daughters
와 June and Sandy는 동격으로, 같은 사람을 가리 

킨다. 

3행 They did not tell their father about it.: 
일반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did not+동사원형」 

형태이다.

● kite, park
해석 준과 샌디는 아버지를 위해 연을 만들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그것을 날렸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⑤

01 ① 딸들이 비싼 것을 만들다 

② 가족이 공원에 가다

③ 딸들이 연을 만들다    

④ 모든 사람이 선물 받다

⑤ 연은 날지 않을 것이다 

 딸들이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연을 만들어서 날렸다는 

이야기이다.

02  ① 종이   ② 나뭇가지   ③ 점심 식사  

④ 공원    ⑤ 연 

 their present는 앞 문장에 있는 It을 가리키고, It은 그 

앞 문장에 있는 ‘a beautiful kite’를 가리킨다.

02 Mother’s on the Phone 
Again! pp.10~11

엄마는 또 통화 중이다. /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 그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 한 시간은 된 것 

같다.

엄마는 또 통화 중이다. / 엄마가 끊을까? 절대 아니다! / 

할머니거나 키트 이모(와의 통화)다… / 하루는 된 것 

같다.

엄마는 또 통화 중이다. / 내가 말을 걸어도 엄마는 듣지  

않는다. / 엄마가 말했다. “딱 1분만 더.”… / 1년은 된 것 

같다.

엄마가 전화를 끊는다, 나를 안아준다. /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때… / 벨 소리가 들린다. (엄마 전화가) 

아닐 것이다… / 오, 안 돼! 엄마는 또 통화 중이다.

어휘  be on the phone 통화 중이다    again [əɡén] 
한 번 더, 또다시    mood [múːd] 기분    grow [ɡróu]  
~해지다, ~하게 되다    wait for ~을 기다리다    talk 
[tɔ́ːk] 말하다; 이야기    it’s been (시간이) ~ 되었다    No 
way! 절대 아니다!    minute [mínit] (시간의 단위) 분    

hang up 전화를 끊다    give ~ a hug ~을 안아주다    

ring [ríŋ] 전화하다; 전화벨 소리

구문  2행 It makes my mood grow sour, 
Waiting for the talk to stop.: It은 뒤에 이어지는 

Waiting for the talk to stop을 가리킨다.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목적보어로 원형부정사 grow가 왔다.

4행 I think (that) it’s been an hour.: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Family 
& 
VacationsI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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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①         02 ④     

03 할머니나 키트 이모

01 ① 화난   ② 흥분한   ③ 당황한  

④ 겁먹은   ⑤ 걱정하는 

 ‘on the phone again’이라는 말의 반복 사용, ‘It 
makes my mood grow sour’라는 말, 그리고 엄마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일 년’으로까지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가 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02 ① 기분이 나쁘다   ② ~을 기다리다  

③ 절대 안 돼  ④ 전화를 끊다  

⑤ 안아주다

 get off 뒤에 the phone이 생략되었으며 ‘전화를 

끊다’라는 의미이다. 

03 엄마가 통화를 가장 자주 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연에서 ‘It’s either Grandma or Aunt Kit’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주로 이 두 사람과 통화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3 The Happiest Childhood 
Memories pp.12~13

누이들과 나는 해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캠핑을 

가곤 했다. 우리는 키더민스터(영국 중서부의 도시) 같은 

이국적인 곳으로 갔다. 어린아이로서 그것은 방학의 

마술이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서머싯의 체다로도 캠핑을 

갔었다. 그분들은 우리를 체다 고지(체다 치즈를 처음 만든 

곳)와 치즈 만드는 공장을 포함한 모든 관광지에 

데려가셨다. 그러나 나는 그냥 야영지에 머물고 싶었다. 

나는 축구를 하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싶었다.

어휘  go -ing ~하러 가다    every year 매년, 해마다    

magic [mǽdʒik] 마술    holiday [hɑ́lədèi] 방학, 휴가, 

휴일    take ~ around   ~을 데리고 다니다      

sights [saits] 명소, 관광지    including [inklúːdiŋ] ~을 

포함하여    factory [fǽktəri] 공장    campsite 
[kǽmpsàit] 야영지, 캠프장    stream [stríːm] 개울, 시내

구문  2행 We went to places exotic l ike 
Kidderminster.: 형용사 exotic이 명사 places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3행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just 
that you’re going.: where you’re going은 know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이다. that은 부사로 

‘그렇게’의 의미이다.

● not always
해석 글쓴이가 어렸을 때,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여행 계획이 

항상 즐거웠던 것은 아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①     02 No, he doesn’t.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캠핑

② 친구들과의 캠핑

③ 최고의 야영지

④ 최고의 캠핑 경험

⑤ 달콤한 어린 시절의 추억

 이 글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간 캠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2 이 글로 볼 때, 글쓴이는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해마다 캠핑을 가나?

 1행에서 ‘My sister and I used to go camping 
with our grandparents every year.’라고 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캠핑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❶ T     ❷ T 

해석 ❶ 엄마는 통화하느라 바쁘다. ❷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Comprehension Check

04 Take a Tour with Us  pp.14~15

산에 오르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고대 도시를 탐험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쪽 끝에서 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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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modern 02 stream  
B  01 would 02 of 03 gave   
c  01 present 02 mood 03 campsite
 04 holiday  
D  01 Either 02 to leave 03 as  
 04 go

Review test p.16

01 현대의: modern   

02 개울, 시내: stream

a

01 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스키 타러 가고 싶다.

02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03 Mrs. White는 두 팔을 벌려 어린 딸을 안아주었다. 

 01 would rather: (차라리) ~하고 싶다   
 02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03 give ~ a hug: ~을 안아주다

B

01 그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02 너는 오늘 기분이 좋구나. 

03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야영지에 있다.

04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휴일에 대해 알 수 있다.

c

끝까지 차로 겨우 몇 시간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이지만,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물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그 보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들이 그 땅을 

사랑합니다. 그 땅은 그들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유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인들은 자기 나라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사막에 세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행해 보세요.

어휘  climb [kláim] 오르다    would rather (차라리)  

~하고 싶다    shop [ʃɑ́p] 쇼핑하다    explore [iksplɔ́ːr] 
탐험하다    ancient [éinʃənt] 고대의    end [énd] 끝    
modern [mɑ́dərn] 현대의    thousands of 수천의    

leave behind 남기다    treasure [tréʒər] 보물    

Christian [krístʃən] 기독교(도)의; 기독교도    Muslim 
[mʌ́zlim] 이슬람교(도)의; 이슬람교도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state [stéit] 나라    be proud of  
~을 자랑스러워하다    nation [néiʃən] 나라    desert 
[dézərt] 사막    take a tour 여행[관광]하다    

구문  4행 It takes just hours to drive from one 
end to the other.: take는 ‘(시간이) ~ 걸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 tourists, Israel  
해석 이 글을 쓴 목적은 관광객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①      

03 등산, 수영, 쇼핑, 고대 도시 탐험

③ 이스라엘은 하루만에 차로 돌아볼 수 있다.

④ 이스라엘에서 고대 보물을 찾을 수도 있다.  

⑤ 이슬람교도들은 이스라엘 땅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라고만 했지 전 국민이 

유대인이라는 내용은 없다.

03 이 글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climb a mountain, swim in a sea, shop at a 
mall, explore an ancient city를 할 수 있다.

01 ①~⑤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나머지는 모두 현재의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가리키지만, 

③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보물도 남겨놓은,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02 이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것은?

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② 이스라엘은 사막에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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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존이나 메리 중 한 명이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

02 그에게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03 그는 학급의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04 우리는 여름이면 호수로 배를 타러 가곤 했다.

  01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02 「Would you like to+동사원형 ~?」은 ‘~

하시겠어요?’의 의미이다.   

03 ‘~로서’라는 뜻으로 자격을 나타내야 하므로 as가 

알맞다.   

04 ‘used to~’(과거에는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 

표현에서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cf. be[get] used to (doing) something: ~하는 

데에 익숙해지다. 

 01 present: 선물   

 02 mood: 기분   

 03 campsite: 야영지, 캠프장   

 04 holiday: 방학, 휴일

D

01 명소, 관광지   02 나라   03 탐험하다   04 한 번 

더, 또다시   05 놀라게 하다; 뜻밖의 일[선물]   06 
선물   07 기분   08 마술   09 (시간의 단위) 분   10 
사막   11 전화하다; 전화벨 소리   12 기타 등등, ~ 

등   13 ~을 자랑스러워하다   14 매년, 해마다   15 
(차라리) ~하고 싶다   16 campsite   17 stream   

18 modern   19 including   20 kite   21 stick   

22 holiday   23 shop   24 treasure   25 after 

lunch   26 for a long time   27 be on the 

phone   28 give ~ a hug   29 hang up   30 go 

-ing  

Vocabulary test p.17

01 Common Names pp.20~21

마이클 장: ‘장’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성씨일  

겁니다. 중국과 대만에는 ‘장’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1
억 명 있죠.

모하메드 유누스: ‘모하메드’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모하메드’는 남자만 쓰는 이름인데,  

‘찬양받는’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하메드’는 

영국에서 스무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 이름이죠.

애덤 스미스: ‘스미스’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입니다. 

미국에는 3백만 명의 스미스가 있죠. 많은 이름들이 

직업에서 유래했어요. ‘smith(대장장이)’는 말에 금속 

편자를 박는 사람이었죠.  

어휘  probably [prɑ́bəbli] 아마도    common [kɑ́mən] 
흔한, 일반적인    family name 성(姓)    million [míljən] 
백만    first name 이름(= given name)    male [méil] 
남성; 남성의    mean [míːn] 의미하다    praise [préiz] 
찬양하다, 칭찬하다    popular [pɑ́pjulər] 인기 있는     

be based on ~에 근거를 두다    metal [métl] 금속    

shoe [ʃúː] (말의) 편자, 구두 

구문  2행 There are 100 million people called 

Chang in China and Taiwan.: There ar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며, 그 복수 명사가 주어이다. 과거분사 

called는 ‘~라는 이름의’라는 뜻이며 앞의 people을 

수식하고 있다.

❶ praised     ❷ Chang(Zhang) 

해석 ❶ ‘모하메드’라는 이름은 ‘찬양받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❷ 세계에서 가장 흔한 성씨는 아마도 ‘장’일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②

names 
& 
inFoRmationII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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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성    ② 중국에서 흔한 이름들 

③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름들   ④ 이름의 특별한 의미

⑤ 가장 흔한 이름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성씨나 이름이 미국, 영국, 또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성씨이거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02 ① 동물  ② 직업   ③ 금속 

④ 신발  ⑤ 나라

  ‘smith’가 가 말에 금속 편자를 박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보아 이름들이 ‘직업’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Mickey Mouse pp.22~23

나를 소개할게요. ‘미키 마우스’입니다. 나는 디즈니랜드에 

살아요. 우리 아빠 이름은 ‘월트 디즈니’예요. 그는 유명한 

만화가였는데, 만화가란 나 같은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캘리포니아 주의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약 80년 전에 태어났어요. 1928년에 

어느 만화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만화 이름은 ‘증기선 윌리’

였죠. 처음에는 미니 마우스와 함께 만화에 등장했어요. 곧 

내 친구들 도널드 덕과 구피가 합류했고요. 만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는 것 말고도 디즈니랜드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 곳에서 나는 그냥 서 있거나 활짝 웃어요. 또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도 취하죠.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이 

정말 좋아요.

어휘  introduce [ìntrədjúːs] 소개하다    cartoonist 
[kɑːrtúːnist] 만화가    character [kǽriktər] (만화의) 캐릭터, 

등장인물    debut [déibjuː] 첫 출연    steamboat 
[stíːmbòut] 증기선    at first 처음에는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출연하다    join [dʒɔ́in] 합류하다, 같이 하다     

in addition to ~ 외에    star [stɑ́ːr] 주연을 맡아 

연기하다    stand around 아무 일도 않고 우두커니 서 

있다    pose [póuz] 포즈를 취하다

구문  7행 Soon my friends Donald Duck and 

Goofy joined me.: my friends와 Donald Duck 
and Goofy는 동격으로,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8행 In addition to starring in cartoons, I also 
work at Disneyland.: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to가 전치사이므로 뒤에 

03 Keep the Laptop Cool  pp.24~25

그의 휴대용 컴퓨터는 항상 과열되었다. 그는 거실 

선풍기를 켰다. 그것은 휴대용 컴퓨터를 식혀주었다. 

그러나 먼지와 종이가 이리저리 흩날렸다. 그는 선풍기를 

끄고 생각했다. 어떻게 휴대용 컴퓨터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받침을 샀는데, 각 받침은 1제곱인치였다. 그는 받침 위에 

휴대용 컴퓨터를 올려놓았다. 휴대용 컴퓨터의 각 귀퉁이 

● character, cartoon
해석 미키 마우스는 월트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 중 하나이다. 

그는 만화에 등장하고 디즈니랜드에서 일한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⑤      

03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어서 

01 미키 마우스는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해 준다.

02 ① 놀았다  ② 주연으로 출연했다 

③ 태어났다  ④ ~에서 일했다 

⑤ 처음 등장했다

 앞 문장에서 약 80년 전에 태어났다고 했고, 이어서 

1928년에 ‘made my debut’했다고 하고, 그 뒤에서는 

debut한 만화 제목과, 같이 등장한 미니 마우스를 

언급했으므로 문맥상 ‘처음 등장했다’의 뜻임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미키 마우스가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마지막 문장 ‘I enjoy my job a lot because I 
make children all over the world happy.’에 미키 

마우스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 있다.

동명사가 왔다. 

11행 I enjoy my job a lot because I make 
children all over the world happy.: children이 

목적어이고 happy가 목적보어인 문장이다. 부사구 all 
over the world가 children을 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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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마다 받침 하나가 놓였다. 이제 휴대용 컴퓨터는 

책상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휴대용 컴퓨터 아래에 공간이 

생겼다. 시원한 공기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어휘  overheat [òuvərhíːt] 과열하다    turn on ~을 

켜다    fan [fǽn] 선풍기    cool [kúːl] 식히다; 서늘한, 

차가운    blow [blóu] 불어서 날리다, (바람이) 불다    dust 
[dʌ́st] 먼지    turn off ~을 끄다    block [blɑ́k] 받침    

top [tɑ́p] 윗면, 표면    space [speis] 공간    flow [flou] 
이동하다, 흐르다

구문  5행 Each block was one square inch.: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며, 「each+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뒤에 단수형 동사 was가 왔다.  

8행 There was space for cool air to flow.: to 
flow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space를 수식한다. for 
cool air는 to flow의 의미상 주어이다.

● cool air
해석 시원한 공기가 휴대용 컴퓨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았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③

0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② 앞에서 과열되는 휴대용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② 뒤에 그 

해결책이 나오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2 밑줄 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은 그림은?

 글쓴이는 휴대용 컴퓨터 네 귀퉁이에 작은 받침을 놓아 

컴퓨터 아래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04 Homecoming pp.26~27

(A) 홈커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신나는 기간이다. 졸업한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옛 학교(모교)나 마을을 

방문한다. 

(B) 홈커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것은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일 년에 한 번 

사람들은 파티를 하러 고향에 돌아왔다. 이제 홈커밍 

주간은 대개 9월 말이나 10월 말에 마을 고등학교에서 

행해진다. 

(C) 홈커밍 주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통 다른 마을의 학교와 축구 경기를 크게 벌인다. 

고등학교 밴드부와 함께 마을을 통과하는 퍼레이드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변장하는’ 날이 있다. (이 날) 

학생들은 재미있는 옷을 입는다. 그리고 홈커밍 주간의 

금요일에는 학생들이 교복과 같은 색의 옷을 입는다. 이 

주간은 홈커밍 댄스 파티와 함께 끝난다.

어휘  exciting [iksáitiŋ] 흥미로운, 신나는    in the late 
~ 후반에, 말에    leave [líːv] 떠나다    once [wʌ́ns] 한 번    

happen [hǽpən] 일어나다, 발생하다    against 
[əɡénst] ~에 대항하여    different [dífərənt] 서로 다른   

parade [pəréid] 가두 행진, 퍼레이드    through [θrú]  
~을 관통하여    dress-up days 변장하는 날, 차려 입는 날   

school colors (학교를 상징하는) 특정한 색의 교복

구문  5행 People often left their hometowns 
because there weren’t any jobs.: 빈도부사 often이 

일반동사 left 앞에 왔다. 

13행 And on the Friday of homecoming week 
...: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사용한다.

정답  |  01 (A) ⓒ  (B) ⓑ  (C) ⓐ    02 ③   

03 일자리가 없어서 

01 각 단락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시오.

ⓐ 홈커밍 주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 홈커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홈커밍이란 무엇인가?

❶ F     ❷ T 

해석 ❶ 홈커밍은 미국에서 매달 행해지는 전통 행사이다.  

❷ 홈커밍은 스포츠, 퍼레이드, 댄스 파티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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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introduce 02 common  
B  01 blowing 02 through 03 at   
c  01 metal 02 space 03 dust 
 04 square   
D  01 any 02 in 03 ago  
 04 a

Review test p.28

01 소개하다: introduce   

02 흔한, 일반적인: common  

a

01 (만화의) 캐릭터, 등장인물   02 찬양하다, 칭찬하다   

03 포즈를 취하다   04 과열하다   05 받침   06 ~을 

관통하여   07 아마도   08 합류하다, 같이 하다   09 
한 번   10 식히다; 서늘한, 차가운   11 가두 행진, 

퍼레이드   12 서로 다른   13 흥미로운, 신 나는    14 
~ 외에   15 ~ 후반에, 말에   16 common   17 
metal   18 introduce   19 cartoonist   20 
space   21 square   22 million   23 star   24 
blow   25 dust   26 flow   27 leave   28 
against     29 be based on   30 at first   

Vocabulary test p.29

01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다.

02 햇빛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비추고 있다. 

03 나는 무대에 처음 섰을 때 너무 긴장했다.

 01 blow: (바람이) 불다 / flow: 흐르다  

B

01 쇠는 유용한 금속이다.

02 의자 하나 놓을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03 낡은 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04 하나는 원, 다른 하나는 별 모양, 또 다른 하나는 네모이다. 

 01 metal: 금속   02 space: 공간  

 03 dust: 먼지    04 square: 정사각형

  02 through: ~을 관통하여 / throughout: ~ 동안 

죽, 내내   

  03 at first: 처음에는

c

01 내 여동생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02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행성이다.

03 나는 3년 전에 로마에서 그 외국인을 만났다.

04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에 간다.

  01 부정문에서 ‘조금도, 아무것도’의 뜻은 any로 

나타낸다.  

02 「the+최상급+in+대상(단수 명사)」은 ‘~ 중에서 

가장 …한’의 의미이다.  

03 ‘(지금부터) ~ 전에’라는 뜻으로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것은 ago이다.  

04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의미이므로 ‘~당, ~마다, ~

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관사 a가 와야 알맞다.

D

 (A) 두 번째 문장에서 홈커밍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 홈커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C) 홈커밍 주간에 하는 일(

축구 경기, 퍼레이드, dress-up days, 댄스 파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마지막 단락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한국에서도 홈커밍을 하나?

② 당신은 홈커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③ 홈커밍 댄스 파티란 무엇인가?

④ 홈커밍 주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⑤ 연말에 당신의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단락 마지막에 홈커밍 주간은 홈커밍 댄스 파티와 함께 

끝난다고 했으므로 홈커밍 댄스 파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는 일이 

많았던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B)의 두 번째 문장 ‘People often left their 
hometowns because there weren’t any jobs.’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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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ts vs. Dogs  pp.32~33

뉴런에게 

저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제 친구 하나는 개를 

좋아하죠. 제가 고양이와 관련된 걸 걸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눈길을 돌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무시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뉴런 편집진으로부터의 답장

친구가 당신이 흥미를 갖는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참 안됐군요. 그녀의 행동을 모른 체해 보세요. 고양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즐기고, 친구가 개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좋은 말을 해 주세요. 아마도 그 친구는 당신이 

보이는 본보기에서 배워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서로 

달라도 여전히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행운을 빌며, 뉴런 팀

어휘  dear [díər] ~에게, ~께(편지 첫 머리에 받는 사람 

앞에 쓰는 말)    a lot 아주, 굉장히    wear [wέər] 입다, 

신다, 착용하다    stuff [stʌ́f] 것, 물건    look away 눈길 

[얼굴]을 돌리다    make a face 얼굴을 찌푸리다    

ignore [iɡnɔ́ːr] 무시하다, 모르는 체하다    reply [riplái] 
답장, 답신    accept [æksépt] 받아들이다    interest 
[íntərəst] 관심, 흥미(의 대상)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continue [kəntínjuː] 계속하다    enjoy [indʒɔ́i] 
즐기다    cat-related [kǽtriléitid] 고양이와 관련된    

perhaps [pərhǽps] 아마    example [iɡzǽmpl] 예, 

본보기    different [dífərənt] 서로 다른   still [stíl] 여전히    

get along 사이좋게 지내다

구문  2행 But one of my friends likes dogs.: 
문장의 주어는 one이고 동사는 likes이다. of는 ‘~ 중의’

라는 뜻으로 of my friends가 one을 수식하고 있다.

6행 Try your best to ignore her actions.: to 
ignore는 ‘~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이다.

● different, understand
해석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한다. 당신이 친구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친구도 당신의 관심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01 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②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③ 그림의 떡.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⑤ 누워서 떡 먹기.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는 좋아하지 않는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에게 서로 관심사가 달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02 ① 고양이와 관련된 것들을 착용하는 것

② 친구를 무시하는 것

③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

④ 친구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

⑤ 친구의 애완동물을 돕는 것 

 고양이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즐기고 친구가 개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좋은 말을 해 주는 것, 즉 친구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답  |            01 ②         02 ③

02 A Sleepover Party pp.34~35

(A) 자, 네 열세 번째 생일이 다가오니 밤샘 파티를 여는 

게 정말 신나지? 물론 그럴 거야! 넌 십대가 되려는 

참이고, 그건 대단한 일이지! 준비하면서 네게 도움이 될 

만한 이 편리한 지침을 활용해 봐! 

(B) … 초대장을 보내. 친구들이 뭘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초대장을 정말 근사하게 만드는 거야! 최소한 그 

행사가 있기 3주 전에 초대장을 보내. 초대장에는 날짜, 

시간, 장소, 주제, 그리고 뭘 가져와야 하는지와 같은 주요 

세부 사항들을 넣어야 해. …

<초대장>

밤샘 파티에 함께 하세요

5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FRienDs 
& 
Happy liFeIII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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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③  02 ②  03 파티 주제(theme)

01 ① 엄격한  ② 화난  

③ 친절한, 우호적인  ④ 유머러스한 

⑤ 우울한

 열세 살 생일을 맞이하여 밤샘 파티를 여는 일에 대해 

친근한 어조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고 있다.

02 ① (파티의) 주제를 선정해. 

② 파티 플래너를 고용해. 

③ 음식과 음료를 결정해. 

④ 파티에서 할 활동들을 골라. 

⑤ 몇 명의 손님을 초대할 것인지 결정해.

 파티 플래너를 고용하는 것은 친구들과 밤샘 파티를 여는 

일과 관련된 지침에 포함될 사항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03 단락 (B)로 볼 때, 초대장에서에서 빠진 내용은 무엇인가?

 (B)에서 초대장에 날짜, 시간, 장소, 주제, 그리고 뭘 

가져와야 하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초대장에 ‘제인의 열세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밤샘 파티’

라는 내용의 파티 주제(theme)가 빠져 있다.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선셋 가 44번지

침낭과 베개를 가져오세요.

5월 25일까지 제인에게 010-0203-0405로 회답 바람

어휘  sleepover [slíːpòuvər] 밤샘 파티(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 함께 자며 노는 것)    come up 다가오다    excited 
[iksáitid] 흥분한    turn into ~이 되다    teenager 
[tíːnèidʒər] 십대(13~19세)    guide [ɡáid] 지침(서)    

along the way 도중에    send out 발송하다    

invitation [ìnvətéiʃən] 초대(장)    cool [kúːl] 멋진, 근사한    

expect [ikspékt] 기대하다, 예상하다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event [ivént] 행사    include [inklúːd] 포함하다    

major [méidʒər] 주요한    detail [díːteil] 세부 사항   

such as 예를 들어, ~와 같은    theme [θíːm] 주제, 테마   

bring [bríŋ] 가져오다    join [dʒɔ́in] 함께 하다    

celebrate [séləbrèit] 축하하다    road [róud] (도로명에 

쓰여) ~가, ~로    sleeping bag 침낭    pillow [pílou] 
베개    RSVP (초대장에서) 회답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  3행 Use this easy guide to help you along 
the way!: to help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앞의 

this easy guide를 수식한다.

5행 Make them really cool so (that) your 
friends know what to expect!: so (that) ...은 ‘~할 

수 있도록’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03 Please Open My Safe! pp.36~37

“무슨 문제 있니, 론?”이라고 해리가 물었다. “응, 해리. 

두 자리 숫자를 잊어버렸어. 그 숫자로 내 금고를 

열거든.”이라고 론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그 숫자가 뭔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라고 해리가 말했다. “그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숫자에 64를 곱해. 그리고 

똑같은 숫자의 66배에서 그 (곱한) 답을 빼면 그 답이 64
야. 그런데 그 숫자가 기억이 안나.”라고 론이 말했다. 

해리가 금고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을 열었다.

어휘  problem [prɑ́bləm] 문제    ask [ǽsk] 묻다    

answer [ǽnsər] 대답하다; (문제 등의) 해답    forget 
[fərɡét] 잊다    number [nʌ́mbər] 숫자    open [óupən] 
열다    safe [séif] 금고; 안전한    surely [ʃúərli] 확실히, 

틀림없이    have some idea  뭔가를 알다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multiply [mʌ́ltəplai] 
곱하다    subtract [səbtrǽkt] 빼다    times [táimz]  
~배, ~곱    same [séim] 똑같은    walk [wɔ́ːk] 걷다    

over [óuvər] 저쪽으로

구문  3행 Surely you must have some idea what 
it is.: must는 ‘~해야 한다’는 의무의 의미가 아니라 ‘~

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 opened, good
해석 해리 덕분에 금고가 열렸다. 론은 그 숫자에 대한 힌트를 

기억했고 해리는 수학을 잘했다.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T 

해석 ❶ 13살이면 십대이다. ❷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밤샘 

파티를 열 수 있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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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epper Magic Trick pp.38~39

(마술) 효과: 마술사는 물에 후추를 푼 컵을 가지고 있다. 

지원자가 물에 손가락을 넣어 후추를 분리하려고 해 본다. 

이것은 잘되지 않을 것이다. 마술사가 물에 손가락을 넣자 

후추가 분리된다.

준비물: 물, 비누, 후추, 컵(지원자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싱크대가 있어야 함.)

비밀: 컵에 물을 넣은 다음 평범한 후추를 넣는다.  

(마술) 쇼를 하기 전에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바른다 

(이렇게 하면 후추가 분리된다).

어휘  effect [ifékt] 효과, 결과    magician [mədʒíʃən] 
마술사    pepper [pépər] 후추    volunteer [vɑ̀ləntíər] 

지원자, 자원 봉사자    finger [fíŋɡər] 손가락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separate [sépərèit] 
분리하다, 분리되다    work [wə́ːrk] 잘되어 가다, 작용하다    

supplies [səpláiz] 준비물    soap [sóup] 비누    sink 
[síŋk] 싱크대    nearby [níərbài] 가까이에    wash [wɑ́ʃ] 
씻다    regular [réɡjulər] 보통의, 일반적인    show [ʃóu] 
쇼    rub [rʌ́b] 문지르다, (크림 등을 문지르며) 바르다

구문  2행 ... he tries to separate the pepper.: 
try 뒤에 to부정사가 오면 ‘~하려고 노력하다[애쓰다]’의 

의미이다. 동명사가 오면 ‘시험 삼아 ~해 보다’의 의미이다.   

7행 There should be a sink nearby so (that)  
the volunteer can wash his hand.: 「so (that)+주어

+can ...」은 ‘~가 …할 수 있도록’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낸다.

● trick, hidden
해석 이 글은 당신에게 마술 요령과 그 뒤에 숨겨진 정보를 

알려준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3→4→2→1      02 ①      03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바른다.

01 다음 문장들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문장들을 1~4로 

번호를 매기시오.

3  지원자가 손가락을 물에 넣고 후추를 분리하려고 해 

본다.

4  마술사가 손가락을 물에 넣자 후추가 분리된다.

2  마술사가 물에 후추를 푼 컵을 가지고 있다.

1  마술사가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바른다.

 마술사는 마술 쇼를 하기 전에 미리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발라 둔다. → 마술사는 물에 후추를 푼 컵을 준비한다. 

→ (먼저) 지원자에게 물에 손가락을 넣고 후추를 분리해 보게 

한다. (이것은 잘되지 않는다.) → 마술사가 (비누를 문질러 둔) 

손가락을 물에 넣자 후추가 분리된다.

02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① 비밀  ② 원인  ③ 조언 

④ 요구  ⑤ 실험

 (마술) 쇼를 하기 전에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바르는 

것은 마술의 ‘비밀’에 해당된다. 

   

03 이 글로 볼 때, 마술사가 어떻게 후추를 분리할 수 

있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비밀’에서 (마술) 쇼를 하기 전에 손가락에 비누를 

문질러 바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하면 후추가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            01 ②         02 ③

01 그 두 자리 숫자는 무엇인가?

 그 숫자에 64를 곱하고, 동일한 숫자의 66배에서 그 (

곱한) 답을 빼면 그 답이 64라고 했으므로, 66X-

64X=64라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답인 X는 32이다.

02 다음 중 이 글에 쓰인 단어 safe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항공 여행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② 우리 아버지는 안전 운전자이시다.

③ 그 돈은 금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④ 여기라면 비로부터 안전하다.

⑤ 그 사슴은 숲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발견했다.

 ①, ②, ④, ⑤는 ‘안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 ③은 

‘금고’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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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interest 02 volunteer  
B  01 pepper 02 times 03 Multiply   
c  01 accept  02 expect 03 ignore  
 04 remember   
D  01 Finish 02 do 03 by  
 04 to do

Review test p.40

01 관심, 흥미(의 대상): interest   
02 지원자, 자원 봉사자: volunteer  

a

01 주요한   02 십대   03 초대(장)  04 기대하다, 

예상하다   05 세부 사항   06 문지르다, (크림 등을 

문지르며) 바르다   07 것, 물건   08 금고; 안전한   09 
곱하다   10 ~배, ~곱   11 빼다   12 후추   13 
분리하다, 분리되다   14 눈길[얼굴]을 돌리다   15 
발송하다   16 number   17 ignore   18 accept   

19 interest   20 sink   21 forget   22 reply   23 
remember   24 surely   25 magician   26 effect   

27 volunteer   28 get along   29 make a face   

30 at least  

Vocabulary test p.41

01 소금과 후추를 첨가해라.

02 5 곱하기 2는 10이다.

03 2에 6을 곱하면 12가 된다. 

 01 pepper: 후추 / paper: 종이 
 02 times: ~배, ~곱

 03 multiply: 곱하다 / subtract: 빼다

B

01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일 거니?

02 나는 베스가 시험을 잘 보기를 기대한다.

03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으나 그녀는 나를 무시했다. 

04 나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내려고 했지만 기억이 안 

났다.

 01 accept: 받아들이다

 02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03 ignore: 무시하다   

04 remember: 기억하다   

c

01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제를 마치도록 해라. 

02 너는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

03 9를 4로 나누면 1이 남는다. 

04 샐리는 내일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없다.

 01 ‘~해라’라는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02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의 조동사로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03 나눗셈에서 치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으로’의 뜻은 

by로 나타낸다.   

 04 ‘무엇을 할지’의 뜻이므로 「what+to부정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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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umbers or Titles  pp.44~45

많은 작곡가들이 교향곡을 작곡하여 그 교향곡에 번호를 

매겼다. 헥토르 베를리오즈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다. 그는 번호 대신 제목을 붙였다. 

제목 때문에 그의 청중들은 꿈을 꿀 수 있었고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가 처음 작곡한 교향곡은 ‘환상 

교향곡’이다. 또 다른 교향곡인 ‘이탈리아의 해롤드’에서 

베를리오즈는 이탈리아에 대한 그의 기억들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 작품을 듣는 내내 슬프고 꿈결 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인 비올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비올라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와 첼로 소리 사이의 대략 중간쯤 

된다.

어휘  write [ráit] (책, 음악 작품 등을) 쓰다    symphony 
[símfəni] 교향곡, 심포니    title [táitl] 제목    audience 
[ɔ́ːdiəns] 청중, 관중    dream [dríːm] 꿈; 꿈을 꾸다    

imagination [imæ̀dʒənéiʃən] 상상력    because of  
~ 때문에    fantastic [fæntǽstik] 환상적인    another 
[ənʌ́ðər] 또 다른    memory [méməri] 기억, 추억   

dreamy-sounding  꿈결 같은 소리가 나는    

instrument [ínstrəmənt] 악기    throughout [θruːáut] 
~ 동안 죽, 내내    work [wə́ːrk] (예술 등의) 작품    viola 
[vióulə] 비올라    sound [sáund] 소리    somewhere 
[sʌ́mhwὲər] 어딘가에(서)    violin [vàiəlín] 바이올린    

cello [tʃélou] 첼로

구문  2행 Hector Berl ioz didn’t give his 
symphonies numbers.: 「주어+동사+간접목적어(his 
symphonies)+직접목적어(numbers)」로 이루어진 4
형식 문장이다. 

3행 His audience could dream and use their 
imaginations because of titles.: because of는  

‘~ 때문에’의 의미로 뒤에 명사(구)가 온다. 반면에 

because는 뒤에 「주어+동사」의 절이 오는 것에 유의 

한다.

● title, audience
해석 베를리오즈는 청중들이 마음의 눈으로 음악을 상상할 수 

있도록 교향곡에 제목을 붙였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④

01 ① 예를 들어, ~와 같은 

② ~ 대신에 

③ ~에도 불구하고 

④ ~의 끝에서, ~의 맨 뒤에서 

⑤ ~의 결과로

 빈칸 앞뒤 내용을 통해 베를리오즈가 그의 교향곡에 

번호를 매기지 않고 제목을 붙였으며, 이 제목으로 인해 

청중들이 꿈을 꿀 수 있었고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빈칸에는 ‘~ 대신에’라는 뜻의 

‘instead of’가 들어가야 한다.

02 ① 번호  

② 제목 

③ 베를리오즈의 이탈리아 여행 

④ 이탈리아의 해롤드 

⑤ 환상 교향곡

 work는 이 글에서 ‘(예술 등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베를리오즈의 또 다른 교향곡 

Harold in Italy를 가리킨다. 

02 My Life in Pictures pp.46~47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케빈 헹크스예요.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죠. 더 나은 직업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미술관에서 그림 수업을 들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얼굴을 그리는 걸 연습했죠. 

(C) 나는 집에서 일해요. 내가 쓰는 도구는 구식이에요. 

글을 쓰기 위해 아내의 낡은 타자기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A) 이야기를 쓴 뒤에는 글에 삽화를 그려 넣어요. 

스케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스케치를 베끼죠. 라이트 

aRtists
& 
peopleIV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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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있어서 베끼기가 쉬워요. 

(B) 마지막 단계는 물감으로 칠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림을 복사해서, 각기 다른 색깔을 칠하죠. 그런 다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요. 이 그림들을 칠하는 데는 

수채화 그림물감을 사용해요. 

나는 스물아홉 권의 그림책을 썼고, 그 중 스물세 권의 

삽화를 그렸어요. 

어휘  imagine [imǽdʒin] 상상하다    better [bétər] 더 

좋은     take [téik] (~ 과목을) 듣다, 수강하다    drawing 
[drɔ́ːiŋ] 그림, 데생    painting [péintiŋ] (물감으로 그린) 

그림    art museum 미술관    practice [prǽktis] 

연습하다    different [dífərənt] 다른, 여러 가지의    

illustrate [íləstrèit] (책 등에) 삽화를 넣다    make a 
sketch 스케치하다    light box 라이트 상자    tracing 
[tréisiŋ] 투사, 모사(지도·그림 등을 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베끼는 것)    easier [íːziər] 더 쉬운(easy의 비교급)    

last [lǽst] 마지막의    step [stép] 단계    make a 
copy of ~을 복사하다    paint [péint] (그림물감으로) 

그리다    each [íːtʃ] 각각(의)    then [ðén] 그 다음에, 

그리고는    choose [tʃúːz] 고르다, 선택하다    favorite 
[féivərit] 매우 좋아하는 (것)    use [júːz] 사용하다    

watercolor [wɔ́ːtərkʌ̀lər] 수채화 그림물감    tool [túːl] 
도구    old-fashioned [óuldfǽʃənd] 구식의    

typewriter [táipràitər] 타자기    picture book 그림책 

구문  5행 I practiced drawing different faces.: 
practic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9행 I use watercolors to paint these pictures.: 
to paint는 ‘그리기 위해’의 뜻으로,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중 목적의 의미이다.

❶ F     ❷ F 

해석 ❶ 케빈 헹크스는 그의 그림책 모두에 삽화를 그렸다.  ❷ 

케빈 헹크스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④    02 ③    03 스물세 권

01 먼저 구식 타자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쓴 다음(C), 
삽화를 스케치하고 라이트 상자를 사용해 그림을 베낀 후

(A), 다양한 색깔의 물감으로 칠해 보고, 그 중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내는(B) 순서이다.

03 In a Restaurant  pp.48~49

두 남자가 작은 싸구려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식당은 

하루 종일 문을 여는데, (그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탄산음료 둘을 주문하더니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그들이 자기들의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에 기분이 나빠져서 그 남자들 쪽으로 갔다. “

여기서는 당신(이 가져온) 샌드위치를 드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두 남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샌드위치를 맞바꾸었다.

어휘  cheap [tʃíːp] (값이) 싼, 싸구려의    restaurant 
[réstərənt] 식당, 음식점    open [óupən] (문 등이) 열려 

있는    all day 하루 종일    customer [kʌ́stəmər] 고객, 

손님    sit down 앉다    counter [káuntər] (식당, 바 

등의) 카운터, 긴 테이블    order [ɔ́ːrdər] 주문하다    soda 
[sóudə] 탄산음료, 소다수    sandwich [sǽndwitʃ] 

샌드위치    take A out of B B에서 A를 꺼내다    

watch [wɑ́tʃ] 지켜보다    become [bikʌ́m] ~되다    

unhappy [ʌ̀nhǽpi] 기분이 나쁜, 불행한    move 
toward ~를 향해서/~쪽으로 가다    own [óun] 자기 

자신의   shrug one’s shoulders 어깨를 으쓱하다    

exchange [ikstʃéindʒ] 교환하다  

구문  4행 The waiter watched them eat their 
sandwiches.: 지각동사는 목적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취한다. 

5행 He became unhappy with it and moved 
toward the men.: with는 이 문장에서 ‘~ 때문에, ~로 

인해’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였다.

02 케빈 헹크스는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직업이며, 작업하는 장소는 집이다. 아내의 낡은 타자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결혼했음을 알 수 있고, 스물아홉 

권의 의 그림책을 쓰고 그 중 스물세 권의 삽화를 그렸다는 

내용에서 경력을 알 수 있다.

03 이 글로 보아, 그가 이야기를 쓰고 삽화도 그린 

그림책은 몇 권인가?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스물아홉 권의 그림책의 

이야기를 썼고, 그 중 스물세 권의 삽화를 그렸다고 했다.



15

04 The Coral Castle pp.50~51

에드워드 리드스칼닌은 아그네스 스커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아그네스가 그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날이 되기 직전에 아그네스는 

생각했다. ‘나는 에드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 그는 너무 

가난해.’ 에드는 몹시 슬펐고, 그의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코럴 캐슬’

이라는 특별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에드는 아주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28년이 넘게 

주로 혼자서 그 저택을 짓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1,000톤 

정도나 되는 돌을 사용했다! 그는 손과 몇 가지 작은 수공 

도구로만 작업했다. 보통 밤에 일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남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저택을 지을 수 있죠?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틀림없어요!”라고 말했다.

어휘  be in love with ~을 사랑하게 되다    just 
before ~ 직전에    special [spéʃəl] 특별한    think 
[θíŋk] 생각하다    something [sʌ́mθiŋ] 어떤 것, 어떤 일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true [truː] 진실의, 

참된    start [stɑ́ːrt] 시작하다    coral [kɔ́ːrəl] 산호의    

castle [kǽsl] 성, 큰 저택     mostly [móustli] 대개, 주로    

alone [əlóun] 홀로    over [óuvər] ~을 넘어, ~ 이상    

use [júːz] 사용하다    around [əráund] 약, ~쯤    ton 
[tʌ́n] (무게의 단위) 톤    hand tool 수공 도구    usually 
[júːʒuəli] 보통, 대개    at night 밤에    build [bíld] 짓다    

must [mʌst] ~함에 틀림없다    power [páuər] 능력, 힘

구문  4행 He wanted to do something special 
to remember his true love.: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to remember는  

‘기억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9행 He usually worked at night ...: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be동사나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 usually
가 일반동사 worked 앞에 왔다.

11행 He must have special powers!: 이 문장에서 

must는 ‘~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의 조동사이다.

정답  |   01 ③   02 ③   03 인내심이 있다.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실연  ② 사랑과 결혼 

③ 사랑의 힘  ④ 가장 유명한 집 

⑤ 여자 친구 되찾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실연당한 뒤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2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로 혼자서 작업하여 

정답  |            01 ③         02 ②

01 밑줄 친 문장 (a)에서 종업원이 의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여기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② 여기서 샌드위치를 드시지 마세요. 

③ 음식을 주문해서 드세요.

④ 드시기 전에 값을 지불하세요.

⑤ 당신들의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가세요.

 ‘여기서는 당신(이 가져온) 샌드위치를 드실 수 

없습니다.’라는 종업원의 말은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지 

말고 주문해서 사 먹으라는 의도로 한 말이다.

02 밑줄 친 (b) ‘그들의 샌드위치를 맞바꾸었다’는 …라는 

뜻이다.

① 그들은 샌드위치를 도로 가방에 넣었다

② 그들은 자기 샌드위치를 서로 상대방에게 주었다

③ 그들은 자기 샌드위치를 종업원에게 주었다

④ 그들은 자기 샌드위치를 종업원에게 팔았다

⑤ 그들은 자기 샌드위치를 서로 상대방에게 팔았다

 exchange는 ‘교환하다’라는 뜻이므로, 자신들이 

가져온 샌드위치를 서로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❶ F     ❷ F 

해석 ❶ 에드워드 리드스칼닌은 아내를 추모하여 코럴 캐슬을 

지었다. ❷ 그는 그 저택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Comprehension Check

● understand, order
해석 두 남자는 종업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종업원은 두 

남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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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title 02 customer  
B  01 mostly  02 around  
 03 exchanged   
c  01 practice 02 order 03 choose  
 04 paint
D  01 few 02 and 03 country  
 04 to take

Review test p.52

01 제목: title   

02 고객, 손님: customer 

a

01 제목   02 교향곡, 심포니   03 (식당, 바 등의) 

카운터, 긴 테이블   04 환상적인   05 성, 큰 저택   06 
약, ~쯤   07 ~ 동안 죽, 내내   08 ~을 넘어, ~ 이상   

09 마지막의   10 고르다, 선택하다   11 기분이 나쁜, 

불행한   12 자기 자신의   13 홀로   14 밤에   15 ~
을 사랑하게 되다   16 practice   17 tool   18 
audience   19 paint   20 memory   21 
customer   22 exchange   23 imagine   24 
order   25 step   26 mostly   27 true   28 
instrument   29 take A out of B   30 shrug 

one’s shoulders  

Vocabulary test p.53

01 네 영어는 아주 정확하다. 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

02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03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 의상이 있다.

04 숨을 깊게 입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뱉으세요. 

 01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왔으므로 few가 알맞다.   

02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라는 

의미이다.   

03 ‘각자의, 각기의’라는 의미의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04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한다.

D

코럴 캐슬을 지었다는 내용이므로, ③ ‘사랑의 힘’이 제목으로 

가장 알맞다.

02 다음 중 두 번째 단락을 가장 잘 묘사하는 속담은?

①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인다.

②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③ 더디더라도 착실히 하는 편이 결국 이긴다.

④ 갈수록 태산.

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두 번째 단락은 에드가 1,000톤 정도의 돌을 사용해 

28년 넘게 주로 혼자서 수공으로 건물을 지어 많은 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내용이므로, ③ ‘더디더라도 착실히 하는 편이 결국 이긴다.’

는 속담과 어울린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에드워드 리드스칼닌의 

성격은 어떤지 우리말로 쓰시오.

 오랜 세월 혼자서 결심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인내심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1 그의 의견은 주로 한국인들에 대한 것이다.

02 나는 저녁 7시쯤에 돌아올 것이다.

03 나는 바지를 더 큰 치수로 교환했다.

 01 mostly: 대개, 주로 / most: 대부분(의)  

02 around: 약, ~쯤 / round: 둥근; 둥글게  

03 exchange: 교환하다 / change: 변하다

B

01 그림 도표를 이용해서 영어 연습을 해라.

02 여자가 주스를 주문하고 있다. 

03 각 대화를 듣고 적절한 충고를 고르세요. 

04 샘은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01 practice: 연습하다  

02 order: 주문하다   

03 choose: 고르다, 선택하다  

04 paint: (그림물감으로) 그리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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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pera pp.56~57

멋진 이야기와 음악, 노래 그리고 춤을 혼합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오페라이다! 오페라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 위의 배우들은 

오페라의 이야기를 노래로 한다.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40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그것들 중 많은 수가 사랑을 많이 받는 책들과 희곡들에서 

이야기를 가져왔다. 오페라의 힘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수백 개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사람들은 이 예술 

형태를 즐기기 위해 그곳에 간다.

어휘  mix A with B A와 B를 혼합하다    performer 
[pərfɔ́ːrmər]  행위자, 공연자    musician [mjuːzíʃən] 
음악가    orchestra [ɔ́ːrkəstrə]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instrument [ínstrəmənt] 악기    while [hwáil] ~하는 

동안, ~하는 사이     actor [ǽktər] 배우    stage [stéidʒ] 
무대    more than ~보다 많은, ~ 이상으로    still [stíl] 
아직도    musical [mjúːzikəl] 음악의, 음악이 따르는    

well-loved 아주 사랑받는    power [páuər] 힘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hundreds of 수백의    

art [ɑ́ːrt] 예술    form [fɔ́ːrm] 형태, 유형

구문  2행 In an opera, performers tell a story 
with music.: 이 문장에서 with는 ‘~으로, ~을 

이용하여’라는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 musical, popular
해석 오페라는 뮤지컬처럼 노래하는 연극이다. 오페라는 400
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있다.

Comprehension Check

01 ① 발생 시기는 있지만 유래는 언급되지 않았다. 

② well-loved books and plays ③ a great story 
with music, singing and dancing ④ musicians in 
the orchestra and actors on stage ⑤ in Italy 

02 앞에 나오는 명사가 opera와 opera house인데, ‘이 

예술 형태’를 즐기기 위해 opera house에 간다고 

했으므로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opera이다.

정답  |            01 ①         02 ④

02 A Christmas Carol pp.58~59

(무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해 

보인다.)

여자1: 이건 그의 은숟가락이에요. 이건 그의 필통이고. 

여기에 금핀도 있어요. 

남자: 알겠어요. 그것들 전부에 5페니 줄게요. 

여자2: 난 그의 비단 잠옷이 있어요.

남자: 네. 그건 3페니 되겠네요.  

스크루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요?

유령3: 물건을 팔고 있소. 그들은 그것들을 큰 부자가 죽고 

나서 바로 가져왔소. 

스크루지: 죽은 사람은 누구요?

유령3: 기다려 보시오.

여자1: 그는 아주 부자였지만 죽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자2: 그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어휘  around [əráund] ~ 주위에    grave [ɡréiv] 무덤    

silver [sílvər] 은    pencil case 필통    gold [ɡóuld] 
금    pin [pín] 핀, 장식 바늘    penny [péni] 페니(영국의 

작은 동전이자 화폐 단위)    silk [sílk] 비단, 실크    

pajamas [pədʒɑ́ːməz] 잠옷    take [téik] (허락도 없이) 

가져가다    right after ~ 직후에    wait and see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다    anyone [éniwʌ̀n]  
(부정문에서) 아무도 

구문  5행 I’ll give you 5 pennies for all of them.: 
「주어+동사+간접목적어(you)+직접목적어(5 pennies)」로 

이루어진 4형식 문장이다. 

8행 What are they doing?: 「be동사의 현재형(am/
are/is)+동사원형-ing」 형태의 현재진행형 문장이다.

aRt
& 
HistoRyV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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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F     ❷ F 

해석 ❶ 여자들은 남자의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❷ 죽은 

남자는 그 남자와 여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③        02 ④     

03 죽은 남자의 은숟가락, 필통, 금핀, 비단 잠옷  

01 ① 나이 든 ② 부유한 

③ 외로운 ④ 기꺼이 돕는  

⑤ 마음이 따뜻한

 여자1이 마지막으로 한 말 ‘He was very rich, ... 
when he died.’에서 알 수 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helpful이나 

warm-hearted와는 거리가 멀다.

02 유령3의 말 ‘They are selling ... after he died.’
에서 알 수 있다.

03 밑줄 친 them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말로 쓰 

시오.

 밑줄 친 them은 바로 앞에 나온 things를 가리키는데, 

things는 글 앞에서 언급된 his silver spoon, his 
pencil case, a gold pin, his silk pajamas이다.

03 The First Newspaper  pp.60~61

최초의 인쇄 신문은 1605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발간되었다. 요한 카롤러스가 그 신문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릴레이션’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그가 모든 부 

(수)를 펜으로 썼다. 그는 1605년에 인쇄소를 사서 

신문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아주 빠르고 싸게 

복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신문 사업이 탄생한 

것이다! 1880년에 뉴욕의 한 신문에 최초로 사진이 

출현했다. 1986년에 최초로 전국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컬러판으로 나왔다. 1994년에는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

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어휘  printed [príntid] 인쇄한    newspaper 
[njúːzpèipər] 신문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출현하다    

● had no, was not
해석 ‘릴레이션’은 최초의 신문이었다. 그것은 사진도 없었고, 

컬러판도 아니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②

0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인쇄소를 사서 싸고 빠르게 복사본을 만든 것은 ‘신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 다음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2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유명한 신문들  ② 신문의 역사 

③ 세계의 신문들  ④ 오늘날의 신문들 

⑤ 미래의 신문들

 신문의 탄생과 발전 과정(인쇄판, 컬러판, 인터넷 판)을 

다루고 있으므로 ② ‘신문의 역사’가 제목으로 가장 알맞다.

at first 처음에는    copy [kɑ́pi] (책·신문 등의) 한 부    

printing shop (소규모) 인쇄소    print [prínt] 인쇄하다    

cheaply [tʃíːpli] 싸게    photograph [fóutəɡræ̀f] 사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national [nǽʃənl] 

국가의, 전국적인    in color 컬러판으로    British [brítiʃ] 
영국의 

구문  3행 At first, he wrote every copy with a 
pen.: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8행 In 1994, the British newspaper, The 

Independent, was the first (newspaper) to 
appear on the Internet.: the British newspaper와 

The Independent는 동격으로, 같은 것을 가리킨다. the 
first 뒤에 newspaper가 생략되어 있으며 to appear가 

the first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04 The Meaning of  “Trojan Horse”
 pp.62~63

‘트로이의 목마’라는 용어는 트로이 인들과의 10년 전쟁에 

관한 그리스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그 전쟁 동안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 시를 함락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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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 하키 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02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가족 묘지를 방문한다.

03 이 그림은 사진 같아 보인다. 

04 그녀는 화이트 골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다.

c

a  01 musician 02 still   
B  01 anyone 02 print 03 than  
c  01 victory 02 grave 
 03 photograph 04 gold  
D  01 too 02 smooth 03 during  
 04 while

Review test p.64

01 음악가: musician    02 아직도: still

a

정답  |       01 ①      02 ①      03 전쟁을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트로이 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01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① ‘트로이의 목마’라는 용어의 기원

② 트로이 전쟁의 원인

③ 트로이 인의 승리의 상징

④ 트로이 전쟁에 관한 그리스 이야기

⑤ 트로이 인들에 대한 그리스 인들의 승리

 첫 문장이 주제문으로 이 글이 ‘트로이의 목마’의 유래에 

관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02 다음 중 밑줄 친 term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① 표현  ② 이름  ③ 장소 

④ 제목  ⑤ 선물

 term은 ‘용어, 말’이라는 뜻이므로 expression과 

의미가 가장 가깝다.

03 그리스 군대가 왜 배를 타고 떠난 척했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트로이 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트로이 인들을 속인 것이다.

01 너보다 작은 사람은 아무도 때리지 마라.

02 내일 당신 컴퓨터로 내 보고서 좀 프린트해도 될까요? 

03 이 탑은 300년이 넘었음에 틀림없다.

  01 anyone: (부정문에서) 아무도 / someone:  
(긍정문에서) 어떤 사람, 누구   

02 print: 인쇄하다 / paint: 그리다   

03 more than: ~보다 많은, ~ 이상으로  

B

운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바퀴 달린 대형 목마를 만들었고 

그것을 트로이 인들에게 선물로 남겼다. 그러고는 타고 온 

배에 돌아가서 떠난 척했다.

트로이 인들은 그 말을 그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트로이 시의 성벽 안으로 옮겼다. 밤이 되자 말 안에 숨어 

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갑자기 그 말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기습 공격을 해서 트로이 시를 함락시켰다.

어휘  term [tə́ːrm] 말, 용어    come from ~에서 

비롯되다    Greek [ɡríːk] 그리스의    try to ~하려고 하다    

capture [kǽptʃər] 함락시키다    luck [lʌ́k] 운  build 
[bíld] 짓다, 만들다    wooden [wúdn] 나무로 만든  on 
wheels 바퀴 달린    gift [ɡíft] 선물    get back 

돌아오다    pretend [priténd] ~인 척하다    sail away 

배로 떠나다    symbol [símbəl] 상징    victory [víktəri] 
승리    inside [ìnsáid] ~ 안으로    wall [wɔ́ːl] 담, 벽    

nighttime [náittàim] 야간, 밤    climb out of  
(차 등에서) 내리다    make a surprise attack 기습 

공격하다

구문  2행 During the war, the Greek army was 

trying to capture the city of Troy.: 「be동사의 

과거형(was/were)+동사원형-ing」 형태의 과거진행형  

문장이다. of는 ‘~이라고 하는’이라는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the city와 Troy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동격이다.

4행 So they built a big wooden horse on 
wheels and left it as a gift for the Trojans.: as는 

‘~로(서)’라는 의미로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 lost, gift
해석 트로이 인들은 그 목마를 선물로 오해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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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iding a Bike pp.68~69

에이미의 엄마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에이미에게 

새 자전거가 생겼을 때 그녀가 물었다. “우리 자전거 타러 

가도 돼요?” 엄마는 “물론이지. 공원으로 가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공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지 몰랐다. 그들은 타고 또 탔다. 

그들이 공원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집으로 오는 내내 

타야만 했다. 에이미가 말했다. “다음에는 가까운 곳으로 

타러 가요.” 엄마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더 자주 

가자, 그것이 네 건강에 좋으니까. 학교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어떠니?”

어휘  ride [ráid] ~을 타다; 타고 감    bike [báik] 자전거

(= bicycle)    take a ride on ~을  타다    trip [tríp] 
짧은 여행, (어디까지의) 이동, 오고감    far away 먼 곳에    

get to ~에 도착하다    all the way 도중 내내     

next time 다음번에    be good for ~에 좋다    

health [hélθ] 건강

구문  3행 Let’s go to the park.: let’s는 ‘~하자’의 

의미로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5행 After they got to the park, they had to ride 
all the way home.: had to는 have to의 과거형이며 

‘~해야 했다’의 의미이다.

8행 Why don’t you go to school by bike?: by는 

‘~을 타고’라는 의미로,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다.

● to ride a bike
해석 에이미의 엄마는 에이미가 더 자주 자전거를 타기를 

원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①

01 비단, 실크   02 행위자, 공연자   03 금   04 
아직도   05 ~ 주위에   06 나타나다, 출현하다   07  
(책·신문 등의) 한 부   08 사진   09 함락시키다   10 
~인 척하다   11 나무로 만든   12 승리   13 바퀴 

달린   14 ~에서 비롯되다   15 컬러판으로   16 
power   17 silver   18 musician   19 form   20 
grave   21 anyone     22 newspaper   23 print   

24 cheaply   25 term   26 symbol   27 more 

than   28 mix A with B   29 hundreds of    30 
wait and see 

Vocabulary test p.65

01 야구 모자도 파나요? 

02 이 실크 드레스는 아주 부드러워 보인다.

03 그는 축제 기간 동안 그의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다.   

04 조깅하는 동안 개들을 조심하세요.

  01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도 (또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too이다.   

02 look처럼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03 뒤에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왔으므로 

during이 알맞다.   

04 ‘~하는 동안’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while이 

알맞다.

D

 01 victory: 승리    02 grave: 무덤   

03 photograph: 사진  04 gold: 금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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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신난  ② 지친   ③ 실망한 

④ 졸린   ⑤ 아픈

 자전거로 멀리 다녀왔고, 다음에는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02 ① 공원에 가기  ② 에이미의 학교에 가기

③ 출근하기  ④ 집에 가기 

⑤ 자전거 사러 가기

 앞의 ‘Let’s go to the park.’라는 말로 보아 ‘공원에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2 Be Good to Your Body pp.70~71

매일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라. 사탕 대신 오렌지를 

선택하라.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밖에서 놀아라. 

정크 푸드를 먹지 말고 과일을 먹어라!

당신의 몸이 건강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로 가득하다. 감자 칩과 

사탕은 그렇지 않다! 당신의 몸은 생존하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탄산음료를 적당히 마셔라. 그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 있다. 당신의 몸은 설탕이 필요하지 않다. 매일 

적어도 한 컵 반의 과일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사과 한 

개와 딸기 네 개의 분량이다.  

운동을 하라! 

당신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 공을 튀기거나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라. 매일 60분은 움직이려고 노력하라. 

행복하고 건강한 몸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따르라.

어휘  healthful [hélθfəl] 건강에 좋은    make a 
choice 선택하다    every day 매일(=each day)   

choose [tʃúːz] 선택하다    instead of ~ 대신에    

outside [autsáid] 밖에서    junk food 정크 푸드(

칼로리는 높으나 영양가가 낮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healthy [hélθi] 건강한    be full of ~으로 가득하다    

chip [tʃíp] 잘게 썰어 튀긴 감자, 포테이토 칩    go easy on 

~을 과용하지 않다, 적당한 양을 사용하다    soda [sóudə] 
탄산음료    at least 적어도    the same as ~와 같은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move [múːv] 
움직이다    bounce [báuns] (공 등을) 튀게 하다, 바운드하다    

active [ǽktiv] 활동적인    follow [fɑ́lou] 따르다    

simple [símpl] 간단한, 단순한    rule [rúːl] 규칙

구문  4/5행Your body needs vitamins and 
minerals to be healthy. / Your body needs 
water to live.: to be와 to live는 모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다.

7행 You should eat at least 1½ cups of fruit 
each day.: should는 ‘~해야 한다’는 충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정답  |         01 ⑤         02 junk food   

03 60분(1시간)  

01 마지막 문장 ‘For a happy and healthy body, 
follow a few simple rules.’로 보아 이 글 뒤에는 ‘a 
few simple rules’가 올 것임을 알 수 있다.

02 • 그것은 준비해서 먹기가 빠르고 간편하다.

• 그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다.

 본문에서 chips, candy, soda가 junk food의 예로 

나왔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으므로 junk 
food가 이 설명에 해당한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매일 얼마 동안 움직여야 하나?

 ‘Play sports. ’에서 ‘매일 60분은 움직이려고 

노력하라.’고 했다.

03 What Are PlayPumps? pp.72~73

부유한 나라에서는 깨끗한 물을 원할 때 수도꼭지만 틀면 

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몇몇 단체들이 도움을 준다. 

그 단체들 중 하나는 ‘플레이펌프’라는 물 펌프를 몇 개 

마을에 설치해 주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펌프는 물 얻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만든다. 아이들이 바퀴를 돌리면, 그 바퀴가 

돌면서 깊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린다. 그 물은 큰 탱크에 

❶ T     ❷ T 

해석 ❶ 공을 튀기는 것은 건강에 좋은 선택이다. ❷ 당신의 

몸은 탄산음료보다 물이 필요하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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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From Trash to Shelter pp.74~75

어떤 사람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일 수도 있다. 

12살인 맥스 월랙은 쓰레기를 집으로 바꿔 놓았다. 맥스의 

홈돔(돔 형태의 집)이 <쓰레기를 보물로 대회>에서 1등 

상을 탔다. 그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쓸모 있는 창작품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맥스는 

비닐봉지와 전선, 스티로폼을 사용해서 노숙자들을 위한 

휴대용 집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다면,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라고 맥스는 말했다.

맥스는 여섯 살 때 시카고의 발명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는 그곳에서 노숙자들을 보았다. 그때부터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맥스는 그의 발명이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집을 줌으로써 노숙자들의 생활 상태를 개선한다’

고 생각한다.

어휘  trash [trǽʃ] 쓰레기   treasure [tréʒər] 보물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꿔 놓다   dome [dóum] 
반구형의 건물   win first prize 1등 상을 타다    

competition [kɑ̀mpətíʃən] 대회   challenge [tʃǽlindʒ] 

(도전이 될 일을) 요구하다   recyclable [ri:saɪkləbl] 
재활용할 수 있는   useful [júːsfəl] 쓸모 있는    product 
[prɑ́dʌkt] 생산물, 창작품   plastic bag 비닐봉지   wire 
[wáiər] 철사, 전선   portable [pɔ́ːrtəbl] 휴대용의   

shelter [ʃéltər] (노숙자 등을 위한) 쉼터, 집   homeless 
[hóumlis] 집 없는   the homeless 노숙자   ability 
[əbíləti] 능력   responsibility [rispɑ̀nsəbíləti] 책임, 의무   

win a contest 대회에서 우승하다    invention 
[invénʃən] 발명(품)   from that time 그때부터   

improve [imprúːv] 개선하다   living conditions 생활 

상태, 생활 조건   easy-to-put together 조립하기 쉬운

구문  5행 ... to make his portable shelter for the 

homeless . :  「the+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의 

의미이므로 the homeless는 homeless peopl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6행 If you have the ability to help others,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do so.: to help와 to do
는 각각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로 

쓰였다.

정답  |            01 ①         02 ③

01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속담은?

① 일석이조.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③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스런 아이가 된다. 

④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

 아이들이 플레이펌프의 바퀴를 돌리면 깨끗한 물도 얻고 

재미도 있으니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는 의미의 속담이 어울린다.

02 밑줄 친 Plus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마침내  ② 적어도  ③ 게다가 

④ 사실  ⑤ 결국에는

 Plus 앞에 플레이펌프의 좋은 점이 있고, 그 뒤에 또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문맥상 ‘In addition’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장된다. 곧 아프리카의 더 많은 나라에 플레이펌프가 

생길 것이다.

어휘  wealthy [wélθi] 부유한    turn on (수도를) 틀다    

faucet [fɔ́ːsit] 수도꼭지    called [kɔ́ːld] ~라는 이름의    

close by 가까이에    plus [plʌ́s] 게다가    fun [fʌ́n] 
재미    spin [spín] 회전시키다, 돌다    wheel [hwíːl] 바퀴    

pump [pʌ́mp] 퍼내다, 퍼 올리다    deep [díːp] 깊은    

underground [ʌ́ndərɡràund] 지하    store [stɔ́ːr] 
저장하다    huge [hjúːdʒ] 거대한    tank [tǽŋk] (물)탱크

soon [súːn] 곧  

구문  2행 But for many people in Africa, getting 
water is hard work.: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하여 단수형 동사가 온다.

5행 Plus, these pumps make getting water a 
lot of fun.: 「주어+동사+목적어(getting water)+
목적보어(a lot of fun)」 형태의 5형식 문장이다.

Comprehension Check

● water, fun
해석 플레이펌프는 아프리카에서 물과 재미, 둘 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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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②     02 ④     03 여섯 살 때(시카고 

발명 대회에 가서 노숙자들을 보고)

01 ①~⑤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나머지는 맥스가 만든 홈돔을 가리키고 ②는 홈돔을 

출품했던 대회를 가리킨다.

02 다음 중 밑줄 친 문장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신디는 낡은 가방을 장식해서 선물 가방으로 사용했다.

② 해리는 낡은 고무 접시로 물 위를 떠다니는 물고기를 세 

마리 만들었다.

③ 준은 사촌에게 주려고 헌 양말을 귀여운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④ 아빠는 오래 쓴 컴퓨터를 수리했지만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⑤ 엄마는 빈 백 의자(커다란 부대 같은 천 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채워 의자처럼 쓰는 것)를 포장용 

스티로폼으로 채웠다.

 ①, ②, ③, ⑤는 낡은 것이나 쓸모 없는 것을 재활용한 

예인데, ④는 낡은 것을 다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03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맥스는 언제 처음으로 

노숙자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두 번째 단락의 ‘When Max was six years old, ... 
From that time, he wanted to find a way to help 
them.’에서 알 수 있다.

❶ was interested     ❷ creative, responsible 

해석 ❶ 맥스는 어릴 때 노숙자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❷ 맥스는 창의적이고 나이에 비해 책임감이 있다.

Comprehension Check

a  01 deep 02 active   
B  01 for  02 of  03 healthful
c  01 faucet 02 choice 
 03 competition 04 trip  
D  01 Don’t  02 into 03 to protect   
 04 don’t

Review test p.76

01 깊은: deep   

02 활동적인: active 

a

01 우유는 너의 건강에 좋다.

02 시내 공원들은 노숙자들로 가득하다. 

03 중국 요리는 칼로리도 낮고 건강에도 좋다.

  01 be good for: ~에 좋다 / be good at: ~을 

잘하다   

02 be full of: ~으로 가득하다

03 healthful: 건강에 좋은 / health: 건강 

B

01 수도꼭지를 잠가라.   

02 선택할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마. 

03 카를로스는 수필 대회에서 1등 상을 받았다.

04 나는 방금 여행에서 돌아왔다. 휴식이 좀 필요하다.

 01 faucet: 수도꼭지  

02 choice: 선택  

03 competition: 대회  

04 trip: 짧은 여행

c

01 깊은 물에서 수영하지 마라.

02 우유는 치즈나 요구르트로 변한다. 

03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04 우유를 많이 마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어떠니? 

  01 부정명령문은 「Don’t[Never]+동사원형 ~.」의 

형태이다.

 02 변화를 나타내므로 ‘~으로 (하다, 되다)’의 의미인 

into가 알맞다.   

 03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의 의미이므로 「try+to
부정사」가 알맞다.   

 04 ‘~하는 게 어때?, ~하지 않을래?’의 뜻으로 

제안이나 권유를 하는 표현은 Why don’t you ~? 
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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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에 좋은   02 퍼내다, 퍼 올리다   03 (노숙자 

등을 위한) 쉼터, 집   04 책임, 의무   05 대회   06 (
도전이 될 일을) 요구하다   07 재활용할 수 있는   08 
회전시키다, 돌다   09 휴대용의   10 개선하다   11 
저장하다   12 ~에 도착하다   13 먼 곳에   14 
가까이에   15 ~으로 가득하다   16 choice   17 
wealthy   18 rule   19 bounce   20 active   21 
faucet   22 deep   23 outside   24 
underground   25 ride   26 simple   27 next 

time      28 be good for   29 all the way     30 
turn A into B

Vocabulary test p.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