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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 Letter to Myself  pp.8~9

미래의 나에게,

20년 후에 이 편지를 읽을 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  네가 살아온 삶에 감사한다고. 네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  돈이 네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다고.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네 꿈을 따랐다고.

•  관계에 있어서 정직했다고. 너의 관계들이 정직을 통해 

더 강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  네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되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아이들에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다고.

•   너도 젊을 때가 있었다는 것과 젊음의 정신은 보존할 

만한 훌륭한 것임을 잊지  았다고.  조던이

어휘  appreciate [əpríːʃièit] 고마워하다; 감상하다    be 
grateful for ~에 감사하다    simple [símpl] 단순한, 

소박한   relationship [riléiʃənʃìp] 관계    instead of  
~ 대신에    remember [rimémbər] 기억하다    spirit 
[spírit] 정신, 영혼    preserve [prizə́ːrv] 지키다, 보존하다

구문  4행 You have been grateful for the simple 

things (that/which) you’ve got.: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you’ve got이 선행사 the 
simple things를 수식하고 있다. 

10행 You tried to find out what they wanted 
instead of telling them what you thought was 
righ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명사절을 

이끌어 각각 find out과 tell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        01 ②         02 appreciate

01 ‘You didn’t let money control your life.’로 보아 

②는 틀린 내용이다.

02 (a)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 우리는 박물관에서 반 고흐의 그림을 감상했다.

 (a)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b) ‘감상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appreciate이다.

02 What Does This Mean?  pp.10~11

속담은 잘 알려진 옛말을 말하는데, 대개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 준다. 많은 속담들이 아주 오래되었으며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A) 17세기 영국에서는, 정부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금지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은 불법 소책자에 

그들의 의견을 실었다. 이 속담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B) 17세기에, 솥과 주전자는 모두 덮개 없는 불 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검게 변했다. 오늘날, 이 속담은 자신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C) 노르웨이 신화에서, 개는 바람과 연관이 있고 

고양이는 폭풍과 연관이 있다. 이 표현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는 의미이다.

(D) 이것을 하는 것은 당신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쇠가 빨갛게 달아오른 짧은 시간 

동안 그 쇠를 물건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휘  press [prés] 신문, 언론   ban [bǽn] 금지하다  

government [ɡʌ́vərnmənt] 정부   in spite of ~에도 

불구하고(= despite)   publish [pʌ́bliʃ] 출판하다, 게재하다    

illegal [ilíːɡəl] 불법의   pamphlet [pǽmflət] 팸플릿, 

소책자   expression [ikspréʃən] 표현   physical [fízikəl] 
물리적인   force [fɔ́ːrs] 힘   both A and B A와 B 둘 다    

pot [pɑ́t] 냄비, 솥   kettle [kétl] 주전자   criticize 
[krítəsàiz] 비난하다, 비판하다   fault [fɔ́ːlt] 잘못, 결점   

mythology [miθɑ́lədʒi] 신화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이 있다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opportunity [ɑ̀pərtjúːnəti] 기회   blacksmith 

● letter, himself 
해석 이 글은 조던이 20년 후의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이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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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erb
해석 이 글은 네 개의 속담을 소개하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③    

03 (A) ⓓ  (B) ⓒ  (C) ⓐ  (D) ⓑ

01 ① 속담의 역할

②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속담 

③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④ 속담과 관용구의 차이점

⑤ 오래되고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 속담들

 ‘Many are very old and have interesting 
histories.’ 뒤에 오래되고 재미있는 역사가 있는 속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02 ① 문화 ② 건강 ③ 날씨 ④ 신화 ⑤ 역사

 ‘it’s raining very heavily’로 보아 ‘날씨’와 관계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03 ⓐ 비가 억수같이 온다. ⓑ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 솥이 주전자보고 검다고 한다. ⓓ 펜은 칼보다 강하다.

 각각 (A) 언론(펜), (B) 솥과 주전자, (C) 비, (D) 
대장장이와 관계 있는 표현을 고른다.

[blǽksmìθ] 대장장이   shape [ʃéip] (어떤) 모양으로 만들다    

iron [áiərn] 철, 쇠   object [ɑ́bdʒikt] 물건, 물체   mighty 
[máiti] 강력한, 힘센 

구문  1행 Proverbs are old but familiar sayings 

that usually give advice.: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that 이하가 선행사 sayings를 수식하고 있다.

5행 ... the written expression of ideas cannot 

be stopped by physical force.: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be+과거분사」로 쓴다.

03 What Can I Do? pp.12~13

브라이트 박사님께

저는 열여섯 살의 여학생입니다. 친구들 모두 제가 평범한 

외모라고 말하고, 저도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에게는 항상 제가 예쁘다고 말해 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못된 걸까요? 

미소에게

친구들이 너를 평범한 외모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너 자신조차도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네 남자친구는 너의 아름다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장점들을 찾아서,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렴. 자신감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될 거야. 

어휘  average [ǽvəridʒ] 평균의, 보통의; 평균    

looking [lúkiŋ] ~한 얼굴을 한    attractive [ətrǽktiv] 

매력적인    lie [lái] 거짓말하다    mean [míːn] 못된, 

심술궂은; 의미하다    be blind to ~을 깨닫지 못하다   

quality [kwɑ́ləti] 자질, 특성   possess [pəzés] 
소유하다, 지니다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인 것 같다   

take a look at ~을 보다    comfortable [kʌ́mftəbl] 
기분 좋은, 편안한    confident [kɑ́nfədənt] 자신감 있는

구문  3행 Now I have a boyfriend who always 
tells me (that) I’m beautiful.: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a boyfriend를 수식하고 있다.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8행 I think (that) other people, even you 
yourself, are blind to your beautiful qualities 

(that/which) you possess.: think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you possess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you possess가 선행사 your beautiful qualities를 

수식하고 있다.

❶ F     ❷ T 

해석 ❶ 미소는 자기가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❷ 

브라이트 박사는 미소에게 그녀 자신의 장점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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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tudy Schedule pp.14~15

공부 계획을 짜는 것은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단계이다. 학생들은 수업 한 시간당 

공부 한 시간씩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적절한 

장소에서 공부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거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놓을 공간이 충분한, 편안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내용을 적은 양씩 공부해야 한다. 

시험 전날 밤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필수 개념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학생은 이 세 가지 유용한 공부 

전략을 기억해야 한다.

어휘  schedule [skédʒu(ː)l] 일정; 일정[시간 계획]을 잡다, 

예정하다    step [stép] 단계    successful [səksésfəl] 
성공적인    necessary [nésəsèri] 필요한    appropriate 
[əpróuprièit] 적당한, 적절한    distraction [distrǽkʃən]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산만    comfortable [kʌ́mftəbl] 
편안한    plenty of 많은    space [spéis] 공간    

material [mətíəriəl] 자료, 재료   amount [əmáunt] 양, 

총계    required [rikwáiərd] 필수의    concept [kɑ́nsept] 

정답  |   01 ⑤    02 ③    03 ⑴ 수업 한 시간 당 

공부 한 시간씩으로 공부 계획을 짠다. ⑵ 적절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⑶ 내용을 적은 양씩 공부한다.

01 주제문으로 알맞은 것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공부 전략을 기억해야 한다는 

마지막 문장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문이다.

02 다음 중 세 가지 유용한 공부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고르시오.

① 시험 기간에 더 많이 공부한다.

②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놓을 공간이 충분한,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한다.

③ 라디오나 TV를 켜 놓은 채 공부한다.

④ 내용을 적은 양씩 공부한다.

⑤ 필수 개념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하라고 했으므로 ③의 마이크는 공부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03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Students should schedule one hour ... / Also, 
students must study in an appropriate place. / 
Then, students need to study the information in 
small amounts.’가 세 가지 공부 전략이다. 

개념    thoroughly [θə́ːrouli] 완전히, 철저히    helpful 
[hélpfəl] 도움이 되는, 유용한    strategy [strǽtədʒi] 전략

구문  10행 It is a good idea to learn the 
required concepts slowly ... before the exam.: It
은 가주어이고 to learn ... before the exam이 

진주어인 문장이다. 

12행 Students who want to be successful in 
school should remember these three helpful 
study strategies.: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주어 Students를 수식하며, 문장의 동사는 should 
remember이다.

● helpful study strategies
해석 이 글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유용한 공부 전략에 관한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01 브라이트 박사가 답장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① 불평하려고  ② 경고하려고  ③ 충고하려고 

④ 요청하려고 ⑤ 정보를 주려고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미소에게 자신의 장점을 

찾으라는 충고의 말을 해 주고 있다.

02 브라이트 박사가 미소에게 해 주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은?

①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라.

② 자신감을 가져라.

③ 친구들을 믿지 마라.

④ 좀 더 활동적이 되어라.

⑤ 친구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That’s a good start to become a confident 
and attractive person.’으로 보아 자신감을 가지라고 

충고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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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잘못, 결점: fault   02 평균(의), 보통(의): average 

A

01 이 마루는 나무 재질이 좋다.

02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03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한된 양의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

 01 quality: 질, 자질, 특성 / quantity: 양, 수량   

 02 illegal: 불법의 / legal: 합법인

 03 amount: 양, 총계 / mount: 산 

B

A  01 fault 02 average 
B  01 quality 02 illegal 03 amount 
C  01 appreciate 02 publish 03 possess 
 04 criticize 
d  01 be able to 02 were delivered 

 03 It 04 Although

review Test p.16

01 지키다, 보존하다   02 고마워하다; 감상하다    03 
자질, 특성   04 소유하다, 지니다   05 단순한, 소박한   

06 잘못, 결점   07 적당한, 적절한    08 금지하다   

09 못된, 심술궂은; 의미하다   10 자료, 재료   11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12 강력한, 힘센   13 
나타나다; ~인 것 같다   14 집중을 방해하는 것, 

주의산만   15 ~와 연관이 있다   16 illegal   17 
criticize   18 confident    19 concept   20 
relationship   21 publish    22 spirit   23 
attractive   24 necessary   25 strategy   26 
remember   27 average   28 amount   29 
thoroughly   30 take advantage of

Vocabulary Test p.17

01 당신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02 그의 시집은 5월에 출판될 것이다.

03 그는 화재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04 그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01 appreciate: 고마워하다   

 02 publish: 출판하다, 게재하다   

 03 possess: 소유하다, 지니다   

 04 criticize: 비난하다, 비판하다 

C

01 나는 소라가 영어 캠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2 그 서류는 어제 배달되었다.

03 파티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04 비록 그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더 

많은 군사력을 사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01 will 뒤에 can이 연달아 올 수 없으므로 can과 

같은 뜻을 가진 be able to가 와야 한다.   

  02 yesterday로 보아 과거 시제가 되어야 하며, 과거 

시제의 수동태는 「was/were+과거분사」 형태로 

나타낸다.   

 03 to see ...를 대신하는 가주어 It이 알맞다.   

  04 문맥상 ‘비록 ~일지라도’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although가 알맞다.

d

01 A Deer or a Pig? pp.20~21

어느 날, 한 선생님이 5살짜리 아이들 반에 동물들 이름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사슴 그림을 위로 높이 

들고 한 남자 아이에게 물었다. “빌리야, 이 동물은 뭐지?” 

어린 빌리는 기죽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그림을 

바라보더니 “죄송해요, Mrs. Smith. 그 동물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쉽게 포기하는 

IIU n I T
sUpersTITIons   
& 
lIV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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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Good Luck or Bad Luck? 
pp.22~23

이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당신은 행운을 

빌기 위해 손가락을 교차시키거나 불운을 피하기 위해 

사다리 아래로 걷는 것을 피할지도 모른다. 새가 집 안으로 정답  |   01 ⑤  02 ④  03 birth, luck, hole 

날아 들어오는 것이나 그림이 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가족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래에는 당신이 

들어 보았을 수도 있고 들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미신들이 몇 가지 있다.

거미

자기 몸 위를 기어가는 거미를 보았을 때.

아침의 거미는 슬픔이 생길 징후이고,

정오의 거미는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를 가져오고,

오후의 거미는 선물을 받을 징후이고,

저녁의 거미는 희망의 징후이다. 

동전

행운을 가져오는 것: 

구멍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

동전을 분수에 던지는 것.

자기가 태어난 날짜가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

보름달을 볼 때 주머니 속의 은화를 뒤집는 것. 이때 

소원을 빈다.

불운을 가져오는 것: 

앞면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동전을 바닥에서 줍는 것.

동전을 넣지 않고 지갑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 

어휘  indicate [índikèit] 가리키다, ~의 징조이다    avoid 
[əvɔ́id] 피하다   step [stép] 걸음; 걷다      ladder [lǽdər] 

사다리    superstition [sùːpərstíʃən] 미신    spider  
[spáidər] 거미    crawl [krɔ́ːl] 기어가다   fountain 
[fáuntən] 분수   turn over 뒤집다    make a wish 

소원을 빌다   pick up 줍다    omen [óumən] 징조, 조짐    

sign [sáin] 징후, 신호  

구문  3행 A bird flying into your house or a 

picture falling from the wall means ...: 현재분사구 

flying ...과 falling ...이 각각 앞의 명사 A bird와 a 
picture를 수식하고 있다.

19행 Picking a coin up from the ground that is 
not heads up.: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는 

the ground가 아니라 a coin이다.

❶ T     ❷ F 

해석 ❶ 빌리는 그림 속 동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❷ 빌리의 엄마는 아빠를 사슴이라고 부른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③

01 ① 겁먹은 ② 당황한 ③ 흥분한 ④ 지루한 ⑤ 우울한

 빌리의 엄마가 아빠를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02 선생님은 deer(사슴)와 발음이 같은 dear(여보)라는 

말을 이끌어 내려고 엄마가 아빠를 뭐라고 부르느냐고 물은 

것인데, 빌리는 그 동물이 돼지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 

빌리의 엄마가 아빠를 돼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❶ F     ❷ F 

해석 ❶ 손가락을 교차시키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  

❷ 아침의 거미는 행운을 가져온다.

Comprehension Check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빌리에게 물었다. “음, 

빌리야, 엄마가 아빠를 뭐라고 부르시지?” 어린 빌리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하지만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그러더니 빌리는 “Mrs. Smith, 그게 정말 

돼지인가요?”라고 물었다.

어휘  attempt [ətémpt] 시도; 시도하다, 애써 해보다    

hold up 위로 치켜들다    deer [díər] 사슴    dishearten 
[dishɑ́ːrtn] 낙심[낙담]하게 하다    respond [rispɑ́nd] 
대답하다    give up 포기하다    brighten [bráitn] 밝아지다, 

빛나다    confused [kənfjúːzd] 혼란스러운

구문  1행 One day, a teacher was attempting to 
teach the names of animals to a class of 5-year-
olds.: 과거진행형은 「was/were+동사원형-ing」로 쓰며,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진행되던 일을 나타낸다.

6행 The teacher was not one to give up easily, 
...: to give up은 앞의 명사 on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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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광고와 기사 ② 운명과 전통 

③ 문화와 관습  ④ 예절과 생활 방식

⑤ 징조와 징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These는 ‘징조와 징후’를 가리킨다.

02 ① 오늘 아침에 사다리 아래로 걸었다.

② 그림이 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③ 거미가 오늘 아침에 내 몸 위로 기어갔다.

④ 동전을 분수에 던졌다.

⑤ 뒷면이 보이는 동전을 바닥에서 주웠다.

 동전을 분수에 던지는 것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했다.

03 A 그거 뭐니?

B 내가 태어난 날짜가 있는 동전이야.

A 그걸 왜 가지고 다니는데?

B 그건 행운을 가져오는 것이거든. 

A 어, 정말?

B 그럼. 동전은 행운이나 불운과 관계 있어. 예를 들어서, 

구멍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건 행운을 가져오지.

 구멍이 있는 동전이나 태어난 날짜가 있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했다.

03 Home Computers pp.24~25

최신 멀티미디어 게임부터 카드 게임이나 체스 게임 같은 

예전에 인기 있었던 게임까지, 모든 게임을 가정용 

컴퓨터에서 할 수 있다. 가정용 컴퓨터는 가정의 재정 

수지를 맞춰 보고, 은행 거래를 마치고, 심지어 식료품 

쇼핑을 하는 데까지 사용된다. 모뎀을 장착한 그러한 

컴퓨터들은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람들은 컴퓨터로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의료적 조언을 구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학생들은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 숙제를 타이핑하고, 

수업에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심지어 수학 숙제를 위해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어휘  latest [léitist] 최근의, 최신의    favorite [féivərit] 
매우 마음에 드는; 특히 좋아하는 물건    balance [bǽləns] 

수입과 지출을 맞춰 보다, 균형을 유지하다    finance [finǽns] 

재정, 재원    banking [bǽŋkiŋ] 은행 업무    transaction 
[trænsǽkʃən] 처리, 거래    be equipped with ~을 

갖추다    allow A to부정사 A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that is 즉, 말하자면    have a conversation 대화하다     

medical [médikəl] 의학의, 의료의    research [rìːsə́ːrtʃ] 
연구(하다), 조사(하다)    paper [péipər] 과제물, 논문    

calculation [kæ̀lkjuléiʃən] 계산

구문  1행 Every game  f rom the latest 
multimedia games to old favorites like cards 
and chess can be played  on home 
computers.: 문장의 주어는 Every game이고 동사는 

can be played이다. from ... chess가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be+과거분사」 형태로 쓴다. 

8행 And of course students use home 
computers to type up ..., to research their 
papers ... and even to do the calculations ...: 세 

개의 to부정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부사적 용법이다. 

● home computer
해석 이 글은 사람들이 가정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④         02 ③

01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① 가정용 컴퓨터란 무엇인가?

② 가정용 컴퓨터가 왜 중요한가?

③ 가정용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④ 가정용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⑤ 가정용 컴퓨터를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게임, 은행 거래, 쇼핑, 채팅, 숙제 등 가정용 컴퓨터의 

여러 가지 용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02 가정용 컴퓨터를 이 글에 언급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① 최신 멀티미디어 게임을 한다. 

②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모은다.

③ 컴퓨터로 기타 연주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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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ladder 02 funeral 
B  01 deer 02 bow 03 research 
C  01 respond  02 avoid 03 clap 
 04 consider
d  01 was my surprise  
 02 answering  03 is always 04 singing

review Test p.28

04 Superstitions and Customs 
in Japan pp.26~27

•  일본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방문하게 되면 작은 

선물을 가져간다. 하지만 화분에 심은 식물은 가져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아플 때 그것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불운이 온다고 생각된다.

•  아침에 보이는 까마귀는 행운의 징조이다.

•  숫자 4는 불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호텔에서는 숫자들이 보통 1, 2, 3, 5로 진행된다.

•   일본인들은 기도를 하거나 어떤 때는 공양을 하기 위해 

자주 신사에 간다. 들어가기 전에 신사 밖에 있는 

물줄기에 양손을 씻는 것이 관례이다. 안에서는 향을 

피우고 두 번 손뼉을 친 다음 머리를 숙인다.

•  소금은 정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믿어진다. 일본 식당 

입구에서 약간의 소금을 보는 경우가 자주 있고, 장례식 

후에는 소금이 집 대문 앞에 뿌려진다.

어휘  custom [kʌ́stəm] 관습, 풍습   consider 
[kənsídər] ~으로 생각하다    face [féis] 얼굴; 향하다    

north [nɔ́ːrθ] 북쪽(의)    shrine [ʃráin] 사당, 신사     

pray [préi] 기도하다    offer [ɔ́ːfər] 제공하다, (제물을) 

바치다    customary [kʌ́stəmèri] 관례적인, 습관적인    

stream of water 물줄기    clap [klǽp] 손뼉을 치다    

bow [báu]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purify [pjúərəfài]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property [prɑ́pərti] 재산; (사물의) 

특성, 속성    funeral [fjúːnərəl] 장례식    scatter [skǽtər] 

(흩)뿌리다

구문  4행 It is considered bad luck to sleep 
with your head facing north.: It은 가주어이고 to 
sleep 이하가 진주어인 문장이다. 「with+목적어+분사」는 

‘~가 …한 채로’의 의미이며,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facing이 쓰였다.

정답  |    01 ⑴ B     ⑵ B     ⑶ G     ⑷ B      

02 ④  03 salt, purifying

01 행운을 나타내는 것에는 G를 쓰고, 불운을 나타내는 

것에는 B를 쓰시오.

⑴ 숫자 4
⑵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기

⑶ 아침에 까마귀 보기

⑷ 화분 식물을 가지고 문병 가기 

 아침에 보이는 까마귀는 행운의 징조라고 했다. 나머지는 

모두 불운을 나타낸다.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① 게다가   ② 무엇보다도   ③ 그러나 

④ 예를 들어   ⑤ 반면에

 병원이나 호텔의 숫자들이 1, 2, 3, 5로 진행되는 것은 숫자 

4를 불운한 것으로 생각하는 예이므로 빈칸에는 예시의 

접속사가 알맞다. 

03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A 내일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갈 거야. 

우리가 장례식 후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을 아니?

B 왜?

A 우리는 소금에는 정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믿거든. 

 일본에서는 소금에 정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장례식 후에 소금을 뿌린다고 했다. 

❶ T     ❷ F 

해석 ❶ 일본인들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지 않는다.  

❷ 일본인들은 신사 안에서 세 번 손뼉을 치고 머리를 숙인다.

Comprehension Check④ 내 허리 통증에 대해 킹 박사와 상담을 한다.

⑤ SAVE 홈페이지에서 채소를 주문한다.

 ③ 이 글에서는 가정용 컴퓨터를 무언가를 배우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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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다리: ladder   

02 장례식: funeral 

A

01 밀러 씨와 그의 친구들은 사슴 사냥을 하고 있다.

02 한국인들은 처음 만나면 서로 머리를 숙여 인사한다.

03 그는 일생을 과학 연구에 바쳤다.

 01 deer: 사슴 / dear: 여보, 자기   

 02 bow: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 vow: 맹세  
  03 research: 연구(하다), 조사(하다) / search: 수색

B

01 내가 질문을 반복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02 내 여동생은 시금치 먹는 것을 피한다.

03 콘서트가 끝나자 관중들은 큰소리로 박수를 쳤다.

04 어떤 문화에서는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는 것이 

실례로 생각된다.

 01 respond: 대답하다   
 02 avoid: 피하다  
 03 clap: 손뼉을 치다   

 04 consider: ~으로 생각하다 

C

01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컸다.

02 매니저는 내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03 그는 항상 회의에 지각한다.

04 그녀는 빵을 만들고, 드럼을 치고,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01 부사와 마찬가지로 보어도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My surprise was great 
when I realized that.’에서 보어(great)가 앞으로 

오면서 「보어+동사+주어」의 어순이 되었다.   

 02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03 always는 빈도부사이므로 be동사 뒤에 온다.

  04 enjoy의 목적어로 세 개의 동명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는 문장이다.

d

01 낙심[낙담]하게 하다   02 징후, 신호   03 피하다   

04 징조, 조짐   05 밝아지다, 빛나다   06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07 의학의, 의료의   08 ~으로 

생각하다   09 대답하다   10 최근의, 최신의   11 (흩)

뿌리다   12 처리, 거래   13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14 위로 치켜들다   15 뒤집다   16 deer   17 
crawl   18 ladder   19 superstition   20 
confused   21 property    22 research   23 
customary   24 attempt    25 finance   26 
funeral   27 calculation   28 clap   29 give up   

30 be equipped with

Vocabulary Test p.29

01 Thai Boxing     pp.32~33

태국의 복싱 경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북과 피리로 

연주하는 음악과 함께 시작된다. 음악이 끝나면 두 선수는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태국 복싱 

동작을 모방한 느린 춤을 춘다. 이 춤을 추는 동안, 각 

선수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 후에 경기가 시작된다. 태국 복싱에서는, 

선수가 발을 이용하여 차거나 팔꿈치나 무릎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칠 수 있다. 물론, 손으로도 칠 수 있다. 각 

라운드는 3분 길이이고, 선수들은 각 라운드 사이에 2분간 

휴식을 취한다. 이런 종류의 격투는 무척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싱 선수들은 5라운드만 경기할 수 있다. 

IIIU n I T

CUlTUre      
&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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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T     ❷ T 

해석 ❶ 이 놀이는 두세 팀이 함께 할 수 있다. ❷ 모든 말을 

결승점에 가장 먼저 가져온 사람이 이긴다.

Comprehension Check

02 A Traditional Korean Game 
  
 pp.34~35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놀이 중 하나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설날 연휴나 가족의 중요한 행사 또는 

마을 행사에 함께 모여 그것을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기 (윷가락) 4개, 윷판, 그리고 몇 개의 말이 필요하다. 

윷가락 각각은 한쪽 면은 납작하고 한쪽 면은 둥글다. 

윷판에는 말이 멈추는 많은 지점과 이동하는 길이 있다. 

선수들은 윷가락을 던져서 떨어지게 한다. 그런 다음 

윷가락이 놓인 모양에 따라 주어진 특정한 수의 점수에 

근거하여 길을 따라 말을 움직인다. 이것은 두세 사람, 

또는 때로 두세 팀이 함께 경기할 수 있다. 다른 선수 또는 

다른 팀은 보통 다른 색을 가진 다른 말을 사용한다. 대개 

선수 한 명당 또는 한 팀당 두세 개의 말을 한 번의 게임 

동안 사용한다. 승자는 모든 말을 결승점에 가장 먼저 

가져온 선수나 팀이다.

어휘  popular [pɑ́pjulər] 인기 있는    traditional 
[trədíʃənl] 전통적인    get together 모이다, 모으다    

stick [stík] 막대기    flat [flǽt] 납작한, 평평한    board 
[bɔ́ːrd] 판    route [rúːt] 길, 경로   marker  [mɑ́ːrkər]  
(무엇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표지](물)    based on ~에 

근거하여    winner [wínər] 승자

구문  7행 ... a certain number of points given 

for how the sticks land.: 과거분사구 given 이하가 

points를 수식하고 있다.

● Thai boxing
해석 이 글의 주제는 태국 복싱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①    

03 모든 말을 결승점에 가장 먼저 가져온다.

01 윷가락을 던져서 나온 점수대로 말이 윷판 위의 길을 

따라 움직이거나 지점에서 멈추며 결승점에 도달하는 놀이는 

‘윷놀이’이다.

02 주어진 문장의 sticks, board, markers에 대한 

설명이 ① 뒤에 이어지고 있다.

03 이 놀이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 문장 ‘The winner is the player or the 
team who brings all of the markers home first.’
에서 알 수 있다.

정답  |      01 ④     02 three minutes, two 
minutes

01 ‘they hit with their hands too’로 보아 ④는 틀린 

설명이다.

02 A 각 라운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B 응. 3분이야.

A 휴식 시간은?

B 2분이야.

 각 라운드는 3분 길이이고 2분간 휴식 시간이 있다고 

했다. 

어휘  Thai [tái] 태국의; 태국 사람[말]    match [mǽtʃ] 

경기, 시합    flute [flúːt] 플루트, 피리    fighter [fáitər] 
전사, 프로 권투 선수    kneel [níːl] 무릎 꿇다    pray [préi] 
기도하다, 기원하다    copy [kɑ́pi] 베끼다, 모방하다    

movement [múːvmənt] 운동, 동작    best [bést] 최고의, 

최상의    kick [kík] 차다   each other 서로    elbow 
[élbou] 팔꿈치    knee [níː] 무릎    rest [rést] 휴식 

구문  1행 Have you ever seen a Thai boxing 
match?: 현재완료는 「have+과거분사」로 나타내며, 이 

문장에서는 경험을 의미한다. 

4행 During this dance, each fighter tries to 
show the other that he is best.: the other는 두 

사람 중 다른 한 명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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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Blogs pp.36~37

블로그를 하나만 읽기보다는, 전 세계 아이들이 쓴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한 곳에서) 읽어 보는 게 어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가 관리하는 이 블로그는 전 세계 어린이 

블로거들이 올린 최신 게시물을 끌어옵니다. 블로거들은 

NG 키즈에 의해 선택되고 관리됩니다. 모든 블로그가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소식을 

전하는 지역을 한정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게임을 하는지를 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 블로그는 또한 여러 대회를 주관하기도 

하므로, 최근의 대회를 알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어휘  multiple [mʌ́ltəpl] 다수의, 복합적인    host [hóust] 
(행사를) 주최하다, (웹사이트를) 관리하다    the world 
over 세계 어디에서나    select [silékt] 고르다, 선택하다    

monitor [mɑ́nətər] 감시하다, 관리하다    location 
[loukéiʃən] 위치, 장소    be sure to 반드시 ~하다    

check back (기록 따위를 조사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recommend [rèkəménd] 추천하다, 권하다

구문  1행 ... why don’t you read multiple blogs 
from kids around the world?: why don’t you ...?
는 ‘~하는 게 어때?’라는 뜻으로 제안을 할 때 사용한다.

6행 See what dif ferent kids eat, what 

languages they speak, what games they play 
...: 세 개의 의문사절이 병렬 구조를 이루어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blog, kid
해석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가 관리하는 블로그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여러 블로그를 읽을 수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⑴ T  ⑵ F

④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의 블로그와 다른 아이들의 

블로그를 비교하려고

⑤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의 블로그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설명하려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블로그 게시물을 끌어 모아 관리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의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이다.

02 맞으면 T, 틀리면 F에 표시하시오.

⑴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전 세계에서 블로거들을 

선택한다.

⑵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블로그의 블로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

 ⑴ ‘The blog ... pulls in the most recent posts 
from kid bloggers the world over.’에서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⑵ ‘all the blogs are in the English 
language’로 보아 틀린 설명이다.

01 이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①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②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의 블로그를 소개하려고

③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의 블로그가 유명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04 Picture-based Signs pp.38~39

전 세계에서 말해지는 수많은 언어가 지구촌 문화에는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장애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이용한다. 그 

그림문자들이 세계 모든 문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의와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에 해당하는 국제 

그림문자는 바지를 입은 남자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여준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다른 문화의 여자들이 종종 바지를 입고,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다. 

마찬가지로, 휠체어 그림은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림문자들을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것들이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문자들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구촌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어휘  serious [síəriəs] 심각한, 중대한    obstacle 
[ɑ́bstəkl] 장애(물)   global [ɡlóubəl] 세계적인   difficulty 
[dífikʌ̀lti] 어려움, 곤경, 장애    pictogram [píktəɡræ̀m] 



상형문자, 그림문자   express [iksprés] 나타내다, 표현하다   

specific [spisí f ik] 특정한   understanding 
[ʌ̀ndərstǽndiŋ] 이해, 합의   interpretation [intə̀ːrprətéiʃən] 
해석, 설명    international [ìntərnǽʃənl] 국제적인   male 
[méil] 남성(의)    female [fíːmeil] 여성(의)   accept 
[æksépt]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similarly [símələrli]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symbol [símbəl] 기호, 부호    

universally [jùːnəvə́ːrsəli]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recognize [rékəɡnàiz] 인정하다, 알아보다   disabled 
[diséibld] 장애를 가진    worldwide [wə́ːrldwáid] 전 

세계적인    acceptance [ækséptəns] 수락, 승인

구문  1행 The many languages spoken around 
the world can be a serious obstacle to global 
culture.: 과거분사구 spoken 이하가 주어 The many 
languages를 수식하며, 동사는 can b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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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는 옷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한다.

02 블랙 씨는 딸에게 주기 위해 좋은 책을 골랐다.

03 다른 사람들의 숙제를 베끼면 안 된다.

04 그녀는 나에게 수프를 먹어 보라고 권했다.

 01 express: 나타내다, 표현하다   

 02 select: 고르다, 선택하다   

 03 copy: 베끼다, 모방하다   

 04 recommend: 추천하다, 권하다 

C

01 납작한, 평평한: flat   02 위치, 장소: location 

A

01 엄마는 아기를 무릎에 앉혔다.

02 그녀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다.

03 그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01 knee: 무릎 / kneel: 무릎 꿇다   

  02 pray: 기도하다, 기원하다 / prey: 먹이; 잡아먹다

 03 route: 길, 경로 / routine: (판에 박힌) 일상 

B

A  01 flat 02 location  
B  01 knee 02 prayed 03 route 
C  01 express 02 select 03 copy 
 04 recommend 
d  01 passengers 02 are locked
 03 made  04 to live

review Test p.40

● pictogram
해석 이 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문자에 

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②   03 skirt, Trousers

01 ①~⑤ 중에서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그림문자가 세계 모든 문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의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으므로, 의미가 명확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⑤는 흐름상 어색하다.

02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로 알맞은 것은?

① 옷을 사용한 그림문자들이 선호된다. 

②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징들이 도움이 된다. 

③ 영어가 점점 더 국제 여행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 

④ 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호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⑤ 어떤 상황에서는 언어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가 지구촌 문화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어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이용하여 

그런 장애를 피한다고 했으므로 ②가 요지로 알맞다.

03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대화의 빈칸을 채우시오.

A 이 그림문자는 무엇을 나타내니?

B 여자 화장실을 나타내.

A 정말?

B 응. 치마가 그 뜻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에 사용돼.

A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B 바지가 그 뜻을 나타내는 그림문자에 사용돼.

 여자 화장실에는 치마를 입은 여자, 남자 화장실에는 

바지를 입은 남자의 그림문자가 사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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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도하다, 기원하다   02 경기, 시합   03 인기 

있는   04 승자   05 판   06 고르다, 선택하다   07 
국제적인   08 위치, 장소   09 장애를 가진   10 운동, 

동작   11 납작한, 평평한   12 다수의, 복합적인   13 
(행사를) 주최하다, (웹사이트를) 관리하다   14 
감시하다, 관리하다   15 반드시 ~하다   16 rest   

17 knee  18 stick   19 route  20 recommend   

21 express   22 copy   23 kneel  24 global   

25 elbow   26 obstacle   27 universally   28 
interpretation   29 based on   30 get together

Vocabulary Test p.41

01 대부분의 승객들은 예의 바르지만, 어떤 승객들은 무 

례하다.

02 공원 문은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잠긴다.

03 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접시를 좋아한다.

04 그는 꿈나라에 사는 것 같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

  01 most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   

 02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 문장이다.   

  03 영국에서 ‘만들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가 알맞다.   

  04 「seem to+동사원형」은 ‘~인 것처럼 보이다, ~할 

것 같다’의 의미이다.

d

01 Stories behind Vegetables  
  pp.44~45

파슬리는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물리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때 왕관으로 만들어 썼다. 마늘, 나뭇잎, 

양파뿐만 아니라 양배추도 이집트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미국이 발견되기 수백 년 전에 식물들의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언급이 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마도 

인도의 들판에서 가져온 깍지콩을 유럽에 소개했을 

것이다. 아스파라거스는 아시아에서 왔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재배하여 줄기 하나가 3파운드나 

나가도록 키웠다. 올리브 나무는 그것의 기름 때문에 

중요했는데, 그 기름은 버터를 대신했다.

어휘  form [fɔ́ːrm] 형태; 형성하다, 구성하다    crown 
[kráun] 왕관; 왕위에 앉히다    conqueror [kɑ́ŋkərər] 
정복자    Nemea [níːmiə] 네메아(그리스 남동부 옛 

아르골리스에 있는 골짜기)    cabbage [kǽbidʒ] 양배추    

garlic [ɡɑ́ːrlik] 마늘    onion [ʌ́njən] 양파    historical 
[histɔ́ːrikəl] 역사적인    reference [réfərəns] 말하기, 언급    

plant life 식물    discovery [diskʌ́vəri] 발견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알렉산드로스] 대왕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    string bean 깍지콩(새파랗고 

기다란 콩깍지같이 생긴 것을 그대로 채소처럼 요리에 넣어 

먹음)    cultivate [kʌ́ltəvèit] 경작하다, 재배하다    stalk 
[stɔ́ːk] (식물의) 줄기[대]    weigh [wéi] 무게가 ~ 나가다    

take the place of ~을 대신하다

구문  3행 Cabbage was used by the Egyptians, 
as well as garlic, leaves and onions.: A as well 
as B는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의미이다.

7행 ... such success that stalks were raised 
which weighed three pounds each.: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 stalks를 수식한다.

Food 
& 
heAlTh IV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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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②   02 ⑴ Parsley ⑵ Cabbage ⑶ 

String bean  ⑷ Asparagus

01 주어진 문장의 historical references에 대한 내용이 

② 뒤의 Alexander the Great부터 이어진다.

02 내용을 파악하여 인물과 관계 있는 식물을 쓴다.

02  Work Out Regularly pp.46~47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익숙해진 현대 생활방식과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를 

활동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 TV
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게에 가는 짧은 

거리에도 차를 타거나,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들 모두가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하루에 각각 최소 10분씩 활동을 늘려라.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단련시켜라. 활동량이 적은 것도 

괜찮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많을수록 더 좋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체 활동이 아주 어려울 필요는 

없다. 이 목표는 신체 활동을 매일의 일상으로 만듦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 하루를 통틀어 각각 최소 10분씩 활동을 

늘리기만 하면 된다.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한 세 달 

후에는 차이가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시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어휘  active [ǽktiv] 활동적인    healthy [hélθi] 건강한     

modern [mɑ́dərn] 현대의   lifestyle [láifstàil] 생활방식   

convenience [kənvíːnjəns] 편리, (문명의) 이기    

become used to ~에 익숙해지다    sit around 

빈둥거리다    in front of ~ 앞에    contribute to ~에 

공헌하다, ~의 원인이 되다    inactivity [inæktívəti] 

무활동, 게으름    achieve [ətʃíːv] 성취하다, 달성하다    

benefit [bénəfìt] 이득, 혜택    physical [fízikəl] 신체의, 

육체의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improve 
[imprúːv] 개선하다, 증진하다  reach [ríːtʃ] 도달하다, 이르다   

routine [ruːtíːn] 일상의 일   notice [nóutis] 알아채다, 

인지하다    difference [dífərəns] 차이 

구문  3행 Sitting around in front of the TV or the 
computer, riding in the car for even a short trip 
to the store and using elevators instead of 
stairs all contribute to our inactivity.: 동명사구 

Sitting ..., riding ..., using ...이 병렬 구조를 이루며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의 동사는 contribute이다.

14행 ... people often say (that) getting started 
is the hardest part.: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that절의 주어는 동명사구 getting 
started이고 동사는 is이다.

● active
해석 이 글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이 되는 방법에 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④       

03 three, physical

01 ‘Physical activity doesn’t have to be very 
hard to improve your health.’로 보아 ③은 틀린 

내용이다.

02 ① 나는 주말에 보통 낮잠을 잔다.

② 나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차로 간다.

③ 나는 저녁 식사 후에 항상 컴퓨터 게임을 한다.

④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오르내린다.

⑤ 나는 한가한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행동이다.

03 Q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A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한 지 세 달 후에.

 ‘After three months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you will notice a difference’에서 알 수 있다.

❶ T     ❷ F 

해석 ❶ 이집트인들은 마늘, 나뭇잎, 양파를 이용했다. ❷ 

아시아인들은 아스파라거스를 경작했는데, 그것은 로마에서 온 

것이었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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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o You Want to Be a 
Vegetarian? pp.48~49

채식은 음식으로 식물만 먹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일, 

채소, 콩이나 완두콩 말린 것, 곡물, 씨앗, 견과류가 

포함된다. 요즘은 채식이 더 인기가 많아졌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문제없이 채식을 하면서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식이요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들은 적절히 구성된 채식 식단은 건강에 좋다는 

것에 동의한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채식 식단을 먹일 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양 전문가들은 또한 만약 부모가 아이들에게 

채식을 준다면, 그들도 같이 채식을 해서 그것을 가족이 

함께 하는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휘  vegetarian [vèdʒətέəriən] 채식의; 채식주의자    

focus on ~ 초점을 맞추다    include [inklúːd] 포함하다    

grain [ɡréin] 곡물    seed [síːd] 씨, 씨앗    nut [nʌ́t] 
견과   wonder [wʌ́ndər] 궁금해 하다    nutrient 
[njúːtriənt] 영양소, 영양분    necessary [nésəsèri] 필요한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healthy [hélθi] 건강한, 

건강에 좋은    dietary [dáiətèri] 음식물의, 식이요법의    

medical [médikəl] 의학의, 의료의    expert [ékspəːrt] 
전문가    properly [prɑ́pərli] 적절하게    structure 
[strʌ́ktʃər] 구조; 구성하다     ensure [inʃúər] 보증하다, 

보장하다    adequate [ǽdikwət] 충분한    feed [fíːd] 
먹이다

구문  5행 ... still get all the nutrients necessary 

for growing up healthy and strong.: necessary가 

이끄는 형용사구가 앞의 명사 all the nutrients를 

수식하고 있다.

8행 To ensure adequate nutrient intake, special 
care must be taken ...: To ensure는‘~하기 위하여’

라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조동사+be+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 vegetarian
해석 이 글은 채식에 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③

04 How to Make a Healthy 
Home  pp.50~51

정말로 건강에 좋은 집에는 벽이나 지붕 말고도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는 집 안의 공기와 물을 깨끗이 유지해 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절한 장치만 

있다면, 건강한 집을 만드는 데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만 

투자하면 된다. 여기에 집 안에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장치 몇 가지를 소개한다. 

•  가능한 한 많은 먼지를 잡아 주는 공기 정화기 

•  식수에서 박테리아나 유해한 화학물질 같은 원치  않는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정수기 

•   샤워하는 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해롭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주고 물을 부드럽게 해 주는 샤워기 필터

•   특히 건조한 겨울에, 방 하나 또는 집 안 전체의 습도를 

높여 주는 가습기 

어휘  truly [trúːli] 정말로, 진정으로    require [rikwáiər]  
필요로 하다   a bit 조금, 약간    pure [pjúər] 순수한, 

깨끗한    completely [kəmplíːtli] 완전히    tool [túːl] 
도구, 수단    minimal [mínəməl] 아주 적은, 최소의   

investment [invéstmənt] 투자    gadget [ɡǽdʒit]  

(작고 유용한) 도구[장치]    maintain [meintéin] 유지하다    

purifier [pjúərəfàiər] 정화 장치    filter [fíltər] 여과 장치   

remove [rimúːv] 제거하다    substance [sʌ́bstəns] 

01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① 어린이들은 채식을 요리할 수 있다.

② 계란을 곁들인 식사는 최소한의 건강식이다.

③  부모가 채식을 하면 아이들도 채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④ 의사들은 채식 식단이 항상 좋다고 생각한다.

⑤ 소수의 성인들이 채식에 관심이 있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③을 도출해 낼 수 있다.  

02 다음 중 채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토마토 ② 상추 ③ 치즈 ④ 당근 ⑤ 견과류

 과일, 채소, 콩이나 완두콩 말린 것, 곡물, 씨앗, 견과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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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선하다, 증진하다: improve  

02 도달하다, 이르다: reach 

A

01 확실히 하다

02 식물을 기르기 위해 땅을 이용하다

03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치우거나 없애 버리다

 01 ensure: 보증하다, 보장하다   
 02 cultivate: 경작하다, 재배하다   
 03 remove: 제거하다

B

A  01 improve 02 reach  
B  01 ensure 02 cultivate 03 remove 
C  01 expert 02 substance 
 03 vegetarian 04 routine 
d  01 possible 02 miss 03 at least
 04 such

review Test p.52

01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02 돌은 딱딱한 물질이다.

03 내 여동생은 채식주의자이다.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04 일과는 항상 같은 식으로 진행되었다.

 01 expert: 전문가   
 02 substance: 물질   
 03 vegetarian: 채식의; 채식주의자   

 04 routine: 일상의 일 

C

01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기세요.

02 사망한 그 배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03 여름에는 잔디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깎아 주어라.

04 그 남자들은 너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망갔다.

d

물질  such as ~와 같은   harmful [hɑ́ːrmfəl] 해로운, 

유해한    chemical [kémikəl] 화학물질    exposure 
[ikspóuʒər] 노출, 드러남    humidifier [hjuːmídəfàiər] 

가습기    moisture [mɔ́istʃər] 수분, 습기

구문  3행 Fortunately, tha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completely redesign our lives.: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6행 ... for maintaining a healthy environment at 
home: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 healthy, tool[gadget]
해석 이 글은 우리가 적절한 장치를 이용하여 집 안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⑴ F  ⑵ T  ⑶ T 

03 air purifier, water filter, shower filter, 
humidifier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건강에 좋은 집은 어디에 있나?

② 건강에 좋은 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③ 건강에 좋은 집은 왜 필요한가?

④ 언제 당신의 집을 다시 설계해야 하나?

⑤ 건강에 좋은 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집 안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소개하는 

글이다.

02 맞으면 T, 틀리면 F에 표시하시오.

⑴ 우리는 건강한 집 안 환경을 위해 집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⑵ 샤워를 할 때, 물을 부드럽게 해 주는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⑶ 집이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⑴ 적절한 장치만 있다면, 생활을 다시 디자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03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건강에 좋은 집에는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하다. 공기를 깨끗하게 

해 주는 공기 정화기, 물을 정화시키는 정수기, 샤워하는 물을 

부드럽게 해 주는 샤워기 필터, 습도를 높여 주는 가습기이다.

 네 가지 장치로 공기 정화기, 정수기, 샤워기 필터, 가습기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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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달하다, 이르다   02 형태; 형성하다, 구성하다   

03 발견   04 보증하다, 보장하다   05 음식물의, 

식이요법의   06 말하기, 언급   07 편리, (문명의) 이기   

08 무활동, 게으름   09 순수한, 깨끗한   10 아주 

적은, 최소의   11 필요로 하다   12 노출, 드러남   13 
충분한   14 완전히   15 ~을 대신하다   16 
improve   17 physical   18 conqueror   19 
grain   20 expert   21 cultivate   22 achieve   

23 benefit   24 substance   25 remove   26 
routine   27 vegetarian   28 nutrient   29 
investment   30 focus on 

Vocabulary Test p.53

  01 ‘가능한 한 ~한[하게]’은 as ~ as possible로 

나타낸다.   

02 선행사가 복수형 people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도 복수형 miss가 알맞다.   

03 ‘적어도, 최소한’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t least
가 알맞다.   

04 ‘너무 ~해서 …하다’의 뜻으로 사이에 명사가 올 

때는 such ~ that ...으로 나타낸다.

01 Special Contact Lenses  pp.56~57

많은 인기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수년간 특수 효과를 주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톰 크루즈는 ‘폭풍의 질주’, ‘파 

앤드 어웨이’, ‘바닐라 스카이’라는 세 영화에서 진한 

붉은색의 렌즈를 착용했다. 또 다른 유명 배우인 브래드 

피트는 히트한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동공이 

없이 하얗게 비워진 눈으로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다. 

공상과학영화들은 항상 ‘스타워즈’라는 히트 영화에 

나오는 어둠의 지배자인 다스몰과 같은 난폭한 등장인물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의 뿔 달린 머리, 얼굴 문신, 

그리고 빛나는 노란 눈은 대형 스크린으로 그를 볼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킨다. 

어휘  theatrical [θiǽtrikəl] 극장의, 연극의    special 
effect 특수 효과    over [óuvər] ~에 걸쳐    blood red 

진한 붉은색    thunder [θʌ́ndər] 천둥, 우레    haunt 
[hɔ́ːnt]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에 사로잡히다    science 
fiction movie 공상과학영화    outrageous 
[autréidʒəs] 난폭한    lord [lɔ́ːrd] 지배자    horned 
[hɔ́ːrnd] 뿔이 있는    tattoo [tætúː] 문신    gleaming 
[ɡlíːmiŋ] 빛나는, 환한    strike [stráik] (공포, 추위 등을) 

스며들게 하다    terror [térər] 공포

구문  1행 Actors in many popular movies, 
television shows and theatrical plays have used 

special effect contact lenses over the years.: 
문장의 주어는 Actors이고 동사는 have used이다. in 
many ... plays가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7행 ... their outrageous characters like Darth 

Maul, the dark lord in the hit movie Star 

Wars.: Darth Maul과 the dark lord ... Star Wars
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격이다.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T 

해석 ❶ 톰 크루즈는 몇 개의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주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했다. ❷ 히트 영화 ‘스타워즈’에서 다스몰을 

볼 수 있다.

정답  |      01 ②      02 special effect 
contact lenses

01 콘택트렌즈나 뿔, 문신 등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연극 등에 사용되는 특수 분장에 관한 내용이다.

02 A 어제 무슨 영화 봤니?

B 빌리 크리스탈이 주연한 ‘토요일 밤의 남자’라는 영화를 

봤어.

VU n I T

TeChnology  
&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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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ifferent Types of Ads  pp.58~59

다양한 유형의 광고 기법은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대중이 상품을 사게 만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 

다음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광고 기법이다.

속물 효과를 이용한 광고: 이 광고 기법은, 사람들에게 

군중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고 싶으면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라고 설득한다. 그 상품을 사면 그들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품들에 ‘고급스러운 감각’

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물건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편승 효과를 이용한 광고: 이 광고 기법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다같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다. 편승 효과 광고 기법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포착하여 그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어휘  various [vέəriəs] 다양한   advertising 
[ǽdvərtàiziŋ] 광고    appeal [əpíːl] 호소, 매력; 호소하다    

means [míːnz] 방법, 수단    highlight [háilàit] 강조하다    

feature [fíːtʃər] 특징    product [prɑ́dʌkt] 상품    snob 
[snɑ́b] 속물    induce [indjúːs] 설득하다, 유도하다    
stand out 두드러지다    indicate [índikèit] 가리키다, 

내비치다    affordable [əfɔ́ːrdəbl] 줄 수 있는, 입수 가능한    
average [ǽvəridʒ] 평균의, 보통의    attach A to B B
에 A를 붙이다, 달다   exclusivity [iksklúːsɪvəti] (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움    bandwagon 
[bǽndwæ̀ɡən] (선거 운동·경쟁 등에서) 우세한       aim 
[éim] ~을 목표로 하다    persuade A to부정사 A를 ~

하도록 설득하다    tendency [téndənsi] 성향, 경향    

capture [kǽptʃər] 붙잡다, 포착하다    psychology 
[saikɑ́lədʒi] 심리(학)  induce A to부정사 A가 ~하도록 

유도하다

구문  5행 It is often indicated that buying the 
product will make them look different from the 
rest ...: It은 가주어, that절이 진주어인 문장이다. make
는 사역동사로, 원형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한다. 

● Snob Appeal, Bandwagon
해석 이 글은 두 가지 유형의 광고 즉, 속물 효과를 이용한 

광고와 편승 효과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①    02 ③    03 Bandwagon

03 A Wonderful Kitchen pp.60~61

미래의 부엌은 그 날의 메뉴를 계획하는 데 현명한 조언을 

해 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당신의 건강에 좋은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까지 할 것이다! 현재 

메사추세츠 공과 대학의 기획 하에 연구되고 있는 이 

똑똑한 미래 부엌은 당신이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것에 

눈을 크게 뜨고 세심하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한다.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불리는 장치는 쉽게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분류하고 납작하게 해서 압착된 

01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고 대중이 상품을 사게 만드는 

광고 기법에 대한 글이다. 

02 ① 하나 사면, 하나 공짜

②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③ 당신만을 위한 최고급 스니커즈 

④ 당신도 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⑤ 이 바지를 사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구는 ③이다.

03 A 나는 이 상품을 살 거야.

B 왜?

A 음, 뒤처지고 싶지 않거든.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보아 편승 효과를 이용한 광고 

기법인 Bandwagon Ads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영화 어땠어?

B 영화는 아주 흥미진진했어. 그는 눈에 생기 없고 나이 들어 

보이는 표정을 만들어 주는 특수 효과 콘택트렌즈를 꼈어.

 눈에 생기 없고 나이 들어 보이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 

낄 수 있는 것은 ‘특수 효과 콘택트렌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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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로 만든다. 무선 송신기가 각각의 식품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전자 태그에 장착되어 있다. 부엌의 컴퓨터 

시스템이 이 태그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태그는 식품 

소비에 대해(식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속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휘  advice on ~에 대한 충고[조언]    be good for 
~에 좋다    even [íːvən] 심지어, ~조차    keep in mind 

마음에 담아두다, 잊지 않고 있다    currently [kə́ːrəntli] 현재, 

지금    futuristic [fjùːtʃərístik] 미래의, 선진적인    

promise [prɑ́mis] 약속하다    sort [sɔ́ːrt] 분류하다    

crush [krʌ́ʃ] 눌러 부수다     compact [kəmpǽkt] 조밀한, 

빽빽한    bundle [bʌ́ndl] 꾸러미, 묶음    transmitter 
[trænsmítər] 송신기    minute [mainjúːt] 극히 작은    tag 
[tǽɡ] 꼬리표    attach [ətǽtʃ] 붙이다, 달다    link [líŋk] 
연결하다, 잇다    keep track of ~에 대해 계속 알고 

[파악하고] 있다    consumption [kənsʌ́mpʃən] 소비

구문  2행 It will be able to tell you what is good 
for your health.: 조동사는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 can이라고 쓰지 않고 can과 같은 뜻의 be able to
를 이용하여 will be able to로 쓴다. 간접의문문은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인데, 이 문장에서는 의문사 

what이 주어이므로 「의문사+동사」가 되었다.

10행 The kitchen’s computer system is linked 
to these tags, which help keep track of food 
consumption.: which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이 문장에서는 and they의 뜻이다. 

정답  |            01 ③         02 ④

01 ①~⑤ 중에서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똑똑한 부엌에 관한 내용이므로, 

쓰레기를 분류하여 압착된 덩어리로 만드는 스마트 

쓰레기통에 관한 문장인 ③은 흐름상 어색하다.

02 이 글에 따르면, 똑똑한 미래의 부엌은 ~할 것이다.  

① 카메라가 많다

② 매일 식사를 요리한다

③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없앤다

④ 사람들이 잘 먹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쓰레기가 냄새나지 않도록 한다

 메뉴를 계획하는 데 현명한 조언을 해 주고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를 말해 준다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 futuristic kitchen
해석 이 글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 줄 똑똑한 미래 

부엌에 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04 Digital Kids  pp.62~63

Q: 과학기술은 당신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가족은 매우 디지털화되어 있다. 친구들은 14살짜리 

우리 아들인 브랜슨이 손에 마우스를 쥐고 태어났다고 

농담을 한다. 우리 가정에서는 인터넷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이다. 아이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랐다. 우리는 또한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또는 과학기술이 가져온 다른 장난감들로 우리 

시간을 보낸다.

Q: 아이들과 그 기계들을 같이 사용하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함께 쓰는 가족 컴퓨터가 있다. 올해까지, 

가족 컴퓨터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년에 브랜슨이 WAB에서 

6학년이 되면서, 개인 맥북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는 지금 주로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10살 된 딸 한나는 

여전히 가족 컴퓨터를 사용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음악 목록과 게임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이팟 터치를 사 주었다. 아내와 나는 각각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여행을 할 때면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사용하게 해 준다.

어휘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technology 
[teknɑ́lədʒi] 과학기술    extremely [ikstríːmli] 매우, 

정말로    digital [dídʒətl] 디지털(방식)을 쓰는    joke 
[dʒóuk] 농담; 농담하다      household [háushòuld] 가족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occupy [ɑ́kjupài] 
차지하다, 점령하다    gadget [ɡǽdʒit] (작고 유용한) 도구 

[장치]    allow [əláu] 허락하다    require [rikwáiər] 
요구하다    primarily [praimérəli]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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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결하다, 잇다: link    02 ~을 목표로 하다: aim 

A

01 학교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02 그의 충고를 잊지 않아야 한다.

03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01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02 keep in mind: 마음에 담아두다, 잊지 않고 있다    

03 haunt: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에 사로잡히다 

B

01 그의 그림들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02 그 연사는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했다.

03 그 기사는 국민들의 감정을 포착했다.

04 시민 단체가 사람들에게 환경을 보호하자고 설득했다.

 01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  

 02 appeal: 호소, 매력; 호소하다  

 03 capture: 붙잡다, 포착하다  

 04 persuade: 설득하다 

C

01 그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영한다.

02 그녀는 내가 관중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게 했다.

03 당신이 그 인형을 만든 방법을 알려 주시겠어요?

04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소리쳐 불렀다.

  01 문맥상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so 
that ...이 알맞다.   

02 get은 목적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03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    

04 「with+목적어+분사」 구문에서 목적어와 분사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running이 알맞다.

d

A  01 link 02 aim 
B  01 play 02 keep 03 haunts 
C  01 occupy 02 appeal 03 capture  
 04 persuade 
d  01 that 02 to play 03 the way  
 04 running

review Test p.64구문  4행 My children have grown up surfing 

the Web for information and playing games 
online.: surfing ...과 playing ...은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5행 We’ve also got iPads, iPod Touches, and 
other tech-driven toys to occupy our time.: get
은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한다.

정답  |           01 ③          02 ②    

03 family computer, iPod Touches, iPads

01 밑줄 친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브랜슨은 쥐를 좋아한다.

② 브랜슨은 컴퓨터 사용법을 모른다.

③ 브랜슨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다룬다.

④ 브랜슨은 태어나자마자 마우스를 잡았다.

⑤ 브랜슨은 쥐들이 살고 있는 농장에서 태어났다.

 손에 마우스를 쥐고 태어났다는 것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다룬다는 의미이다.

02 브랜슨은 보통 자신의 …을 사용하고, 반면에 그의 

여동생은 …을 사용한다.

 ‘He’s now primarily on that computer(MacBook) 
while my 10-year old daughter Hannah still uses 
the family computer.’에서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다음 글을 완성하시오.

과학기술은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가족 

컴퓨터가 있어서, 아이들은 가족 컴퓨터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음악 목록과 게임을 갖기 위해 

그들 소유의 아이팟 터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해 준다.

 모두가 함께 쓰는 가족 컴퓨터로만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이팟 터치를 사 주었으며, 

여행을 할 때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❶ F     ❷ T 

해석 ❶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웹서핑을 하지 못하게 했다. ❷ 

우리 딸은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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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극히 작은   02 미래의, 선진적인   03 현재, 지금   

04 특징   05 농담; 농담하다   06 지배자   07 주로   

08 난폭한   09 뿔이 있는   10 허락하다   11 빛나는, 

환한   12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 ~에 사로잡히다   13 
가리키다, 내비치다   14 (작고 유용한) 도구[장치]   15 
~에 대해 계속 알고[파악하고] 있다   16 advice   17 
technology   18 occupy   19 tendency   20 
tattoo   21 consumption   22 appeal   23 
persuade   24 link   25 aim   26 capture    27 
thunder   28 digital   29 keep in mind    30 
play a role  

Vocabulary Test p.65

01 Has the Sun Disappeared? 
 pp.68~69

때때로 달은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며 태양 빛을 

완전히 막는다.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개기 일식이라고 불린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고, 꽃은 꽃봉오리를 닫고, 많은 동물들이 속아서 

잠을 자러 간다. 달이 계속 움직이면서 태양이 다시 

나타난다. 처음에 태양은 아주 작은 은빛 조각처럼  

보이다가, 초승달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완전한 모양의 

태양이 된다. 옛날 사람들은 괴물이 태양을 삼켜버린 게 

아닌지 걱정했다. 이제 우리는 개기 일식이 18개월 

정도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기 일식은 단지 

몇 분 동안만 지속되며, 각각의 일식은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어휘  pass [pǽs] 지나가다, 통과하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completely [kəmplíːtli] 완전히    

block [blɑ́k] 막다, 차단하다    as if 마치 ~인 것처럼   

disappear [dìsəpíər] 사라지다   total solar eclipse 
개기 일식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petal [pétl] 꽃잎    

fool [fúːl] 바보; 속이다    continue [kəntínjuː] 계속하다    

tiny [táini] 아주 작은   crescent [krésnt] 초승달 모양   

swallow [swɑ́lou] 삼키다   monster [mɑ́nstər] 괴물   

or so ~쯤, ~ 정도 

구문  10행 Each eclipse can be seen only from 
certain places on Earth.: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수동태인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면 We can see 
each eclipse only from certain places on 
Earth.가 된다. 

● eclipse
해석 이 글은 개기 일식에 관한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②

01 주어진 문장의 ‘the Sun can be seen again’에 

대한 설명이 ③ 뒤에 이어지고 있다. 

02 ① 개기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갈 때 

일어난다.

② 개기 일식 동안에 별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개기 일식은 단지 몇 분 동안만 지속된다.

④ 개기 일식은 18개월 정도마다 일어난다.

⑤ 개기 일식은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Stars appear in the sky.’로 보아 ②는 일치하지  

않는다.

02 Recycled Items pp.70~71

종이 가방, 음료수 캔, 우유팩 같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 중 많은 수가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재활용 물품은 낡은 제품의 재료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 당신이 

구입하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 외에, 재활용된 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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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는 제품을 구입함으로써도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집 밖의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두면, 

정기적으로 트럭이 와서 그것들을 수거해 간다. 또 어떤 

마을에는 당신이 수거한 것들을 갖다놓을 수 있는 재활용 

센터가 있다. 종이, 식료품 비닐봉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병과 같은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식료품점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당신의 시스템이 무엇이든 간에(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간에), 재활용품을 물로 헹구고 분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휘  carton [kɑ́ːrtn]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곽[통]   be 
made out of ~으로 만들어지다   material [mətíəriəl] 
재료, 물질    recycle [rìːsáikl] 재활용하다    item [áitəm] 
항목, (하나의) 물품, 품목   process [prɑ́ses] 과정    

product [prɑ́dʌkt] 상품, 제품    in addition to ~에 

덧붙여, ~ 외에   contain [kəntéin] 포함하다, ~이 들어 

있다    recyclables [riːsáikləblz] 재활용품    bin [bín] 
쓰레기통, (뚜껑 달린) 큰 상자   regularly [réɡjulərli]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drop off 갖다놓다, 내려놓다   

rinse [ríns] 헹구어 내다, 씻어 내다    sort [sɔ́ːrt] 종류; 

분류하다

구문  14행 ... it’s important to remember to 

rinse out and sort your recyclables!: remember 
뒤에 to부정사 목적어가 오면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의 

의미이고,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다’의 의미이다. 

정답  |     01 ④    02 ②    03 old, new

01 ① 물건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

② 재활용품의 여러 종류 

③ 지구를 깨끗이 지키는 방법

④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⑤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

 재활용 트럭이 와서 수거해 가도록 수거함에 넣거나,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거나, 식료품점에 가져다 주는 등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02 ②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넣거나 재활용 센터나 

식료품점에 가져다 주라는 내용은 있지만 가정에서 다시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다.

03 A 소라야, 지금 뭐하고 있니?

B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를 

분류하고 있어.

A 왜?

B 재활용은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어 주거든.

 ‘Recycled items are ... makes it possible to 
create new products out of the materials from 
the old ones.’에서 알 수 있다. 

03 Sea Creatures and Our Own 
Life pp.72~73

해저에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생물들이 있다. 

그것들은 눈도 귀도 없고, 단지 느낄 수만 있을 뿐이다. 

그것들에게는 낮도 밤도 없다. 계절도 태양도 달도 별도 

없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삶을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 시각은 우리에게 발 밑의 땅과 

우리 위에 있는 하늘 즉,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똥별과 

번개와 저녁놀을 보게 해 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보게 해 준다. 우리는 목소리와 파도 소리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느끼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어휘  bottom [bɑ́təm] (밑)바닥    creature [kríːtʃər] 
생물, 창조물    spend [spénd] (시간을) 보내다    

darkness [dɑ́ːrknis] 어둠    own [óun] 자기 자신의    

sight [sáit] 시각, 시력    ground [ɡráund] 땅    

beneath [biníːθ] ~의 바로 밑에    heaven [hévən] 
하늘, 천국    above [əbʌ́v] ~의 위에    shooting star 
유성, 별똥별    lightning [láitniŋ] 번개    sunset 
[sʌ́nsèt] 일몰, 해넘이    voice [vɔ́is] 목소리, 음성    

fortunate [fɔ́ːrtʃənət] 운이 좋은, 다행한

구문  1행 ... there are creatures that do not know 
what light means.: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는 creatures이다. what light means는 

간접의문문으로,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recyclable
해석 이 글의 글쓴이는 당신에게 재활용품을 다른 쓰레기와 

분리하라고 요청한다. 

Comprehensi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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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③         02 ⑤

0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③ 앞부분은 해저 생물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2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① 해저의 바다 생물

②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변화 

③ 지구상의 생물의 기원 

④ 바다 생물의 특징들

⑤ 해저 생물과 인간의 차이점 

 해저 생물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이 

멋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different

해석 이 글의 바다 생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04 Solar Energy pp.74~75

우리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태양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태양 전지판은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햇빛이 태양 전지판에 닿으면, 실리콘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인) 전자가 움직여서 태양 전지판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타고 흐른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는 

계산기와 동력차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실리콘 안의 전자가 활동을 멈춘다. 

그래서, 태양 전지판에는 비 오는 날에 대비해서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다. 해가 비치면, 

전기가 태양 전지판에서 배터리로 흘러간다. 이 저장된 

전기는 밤이나 흐린 날에 사용될 수 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런 유형의 기술은 여전히 아주 새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태양은 태고부터 사람들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단 1 초 안에 발생시킬 수 있다. 

어휘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electricity 
[ilektrísəti] 전기    solar [sóulər] 태양의    be made up 

of ~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hit [hít] 때리다, (어떤 

장소에) 닿다   electron [iléktrɑ̀n] 전자    particle 
[pɑ́ːrtikl] 입자, 미립자    technology [teknɑ́lədʒi] 
과학기술    calculator [kǽlkjulèitər] 계산기   attach 
[ətǽtʃ] 붙이다, 달다    store [stɔ́ːr] 저장하다    fairly 
[fέərli] 상당히, 꽤    give off (냄새·열·빛 등을) 내다, 

발하다   beginning of time 태고, 태  

구문  2행 Solar panels are made up of a 

material called silicon.: 과거분사구 called silicon
이 앞의 명사 a material을 수식한다. ‘~라고 불리는’의 

의미이다. 

● solar panel, batteries
해석 비 오는 날에 대비하여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을 수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Sun    02 ⑤    03 electricity

01 이 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을 채우시오.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02 태양 전지판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① 위험한 태양광선 차단하기 

②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 만들어 내기

③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 만들어 내기

④ 태양에서 오는 열에너지 차단하기

⑤ 태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 만들어 내기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태양 빛을 전기로 바꾼다고 

했다.

0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Q 밤에 태양 전지판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A 태양 전지판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태양 전지판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어서, 해가 비칠 때 전기가 전지판에서 배터리로 흘러 

들어가 밤이나 흐린 날에도 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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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막다, 차단하다   02 꽃잎   03 바보; 속이다   04 
삼키다   05 재활용품   06 ~의 위에   07 하늘, 천국   

08 과정   09 초승달 모양   10 항목, (하나의) 물품, 

품목   11 상당히, 꽤   12 운이 좋은, 다행한   13 
입자, 미립자   14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곽, 통   15 
~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16 disappear   17 
continue   18 lightning   19 calculator   20 
solar   21 bottom   22 sunset   23 product   

24 material   25 darkness   26 rinse   27 
beneath   28 electricity   29 give off   30 or 

so

Vocabulary Test p.77

01 제발 그만 울고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해 봐.

02 그녀는 마치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말한다.

03 어떤 실수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04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도 있다.

  01 ‘우는 것을 멈추다’의 의미이므로 stop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02  문맥상 ‘마치 ~인 것처럼’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s if가 알맞다.   

03 진짜 목적어인 ‘to win the game’을 대신하는 가짜 

목적어 it이 알맞다.   

04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whatever이다.  

d

A  01 process 02 sunset 
B  01 product 02 bottom 03 above 
C  01 block 02 rinse  03 continue 
 04 swallow 
d  01 crying 02 as if  03 it 
 04 Whatever

review Test p.76

01 과정: process   02 일몰, 해넘이: sunset

A

01 그 제품은 베트남에서 왔다.

02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아라.

03 벽난로 위에 있는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01 product: 상품, 제품 / project: 기획, 프로젝트

 02 bottom: (밑)바닥 / blossom: 꽃; 꽃 피다   

 03 above: ~의 위에 / beneath: ~의 바로 밑에

B

01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았다.

02 머리를 감고 잘 헹궈라.

03 우리는 5시까지 계속 일했다.

04 내 남동생은 동전을 삼켰다.

 01 block: 막다, 차단하다   

 02 rinse: 헹구어 내다, 씻어 내다   

 03 continue: 계속하다   

 04 swallow: 삼키다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