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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anuel’s Hair pp.8~9

마누엘 가르시아는 위암에 걸려서 화학 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 화학 요법은 강한 치료여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머리가 다 빠져 버렸다. 

그는 머리가 없어서 우울했다. 마누엘의 남동생과 다른 

친척 세 명이 그를 병문안 왔는데, 그들도 머리가 

없었다. “머리를 깎았네!” 마누엘이 말했다. 그들은 

마누엘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마누엘은 그들과 함께 

웃으며 기분이 나아졌다. 이제 그는 우울해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일에든 각오가 되어 있다.

어휘  stomach [stʌ́mək] 위, 배    cancer [kǽnsər] 암    

fall out (머리, 이 등이) 빠지다    depressed [diprést] 

의기소침한, 우울한    relative [rélətiv] 친척, 일가    

shave [ʃéiv] (수염 등을) 깎다, 면도하다    look like ~

처럼 보이다    feel better 기분이 나아지다     be ready 
for+명사 ~을 위한 준비가 되다   

구문  3행 He was depressed because he had 
no hair.: 주어의 감정 상태를 설명할 때는 depressed와 

같이 과거분사 형태로 나타낸다.

cf. That was a depressing movie.: depressing
과 같은 현재분사는 ‘~한 기분이 들게 하는’의 뜻으로, 

사물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

8행 He’s ready for anything.: be ready for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고, be ready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 He’s ready to do anything.)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①         02 ③

01 ① 슬픈 → 기쁜   ② 겁먹은 → 부끄러운  

③ 걱정하는 → 후회하는  ④ 놀란 → 당황한 

⑤ 흥분한 → 지루한

 화학 치료로 머리가 빠져서 우울하고 슬펐지만 동생과 

친척들의 위로를 받고 웃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02 마누엘이 그들과 함께 웃으며 기분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보아 마누엘을 위로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A Trick on Parents   pp.10~11

남동생과 내가 부모님에게 장난을 치기로 한 것은 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큰 종이를 가져와서 아침 풍경을 

그려 넣었다. 우리는 부모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나는 그림을 창문에 걸었고, 그사이에 남동생은 알람 

시계의 시간을 6시 50분에 맞추어 앞으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침실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곧 알람 시계가 울렸고 부모님은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오셨다. 아버지는 욕실로 가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우리 방으로 오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깨어서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다.

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장난친 것을 야단치셨다. 

요즘 부모님은 주무실 때 침실 문을 잠그신다.

어휘  decide [disáid] 결정하다    play a trick on ~을 

속이다, ~에게 장난치다    scene [síːn] 풍경, 장면     

creep [kríːp] 살금살금 움직이다    hang [hǽŋ] 걸다, 

매달다    meanwhile [mi:nwáil] 그동안[사이]에    

advance [ədvǽns] 앞당기다    ring [ríŋ] (벨이) 울리다    

wake [wéik] 잠이 깨다, 깨우다    awake [əwéik] 깨어 

있는    scold [skóuld] 야단치다, 꾸짖다    nowadays 
[náuədèiz] 요즘에는    lock [lɑ́k] 잠그다

구문  1행 I decided to play a trick on our 
parents.: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이와 같은 동사에는 want, hope, wish, plan, 
expect 등이 있다.

ex. I planned to study abroad.

9행 ... she found us awake and laughing:  
「주어+동사+목적어+목적보어」의 5형식 문장이며, 형용사 

awake와 현재분사 laughing이 목적보어로 쓰였다.

● shave, feel, better
해석 마누엘 가르시아의 남동생과 친척들은 마누엘이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들의 머리를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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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⑤   03 2→3→4→1

01 ① 지루한  ② 평화로운  ③ 재미있는

④ 이상한   ⑤ 신 나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시간을 속여서 장난을 친 재미있는 

일화이다.  

02 ① 불을 끈다  ② 침실을 청소한다 

③ 알람을 맞춰 놓는다  ④ 잠옷을 입는다 

⑤ 침실 문을 잠근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잠글 것이다.

03 아침 풍경 그림을 창문에 걸어 놓고 알람 시계를 

앞으로 돌려놓아서 어머니가 아침인 것으로 착각하고 

아이들을 깨우러 왔으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야단치셨다는 흐름이다.

03 The Iceman     pp.12~13

지난 토요일은 날씨가 따뜻하고 좋았다. 반 친구들과 

나는 시립 박물관에 갔다. 우리는 ‘아이스맨’이라는 새로 

시작된 전시회를 보러 간 것이었다. 아이스맨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아주 재미있었다. 1991년, 두 명의 학생이 한 

사냥꾼의 얼어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를 ‘외치’

라고 이름 지었다. 외치는 5천 년 이전에 살았었다. 그는 

매우 잘 보존된 상태였고, 또한 칼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가 싸우는 데 그 칼을 사용했으며 아마도 

전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휘  pleasant [plézənt] (날씨가) 쾌적한, 좋은   exhibition 
[èksəbíʃən] 전시회, 박람회   interesting [íntərəstiŋ] 

재미있는, 흥미로운   discover [diskʌ́vər] 발견하다   

frozen [fróuzn] 언, 냉동한    hunter [hʌ́ntər] 사냥꾼    

more than ~보다 많이, ~ 이상    well-preserved 

[wélprizə́ːrvd] 잘 보존된   fight [fáit] 싸우다, 전투하다    

battle [bǽtl] 전투, 전쟁

구문  2행 We visited a new exhibition called 

“The Iceman.”: called는 앞의 명사 a new exhibition 
을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

인 which wa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행 They named him “Ötzi.”: 「주어+동사+목적어+

목적보어」의 5형식 문장이며, 명사 Ötzi가 목적보어로 

쓰였다. 이 문장에서 name은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다.

7행 Scientists think (that) he used the knife to 

fight and that he probably died in battle.: 동사 

think 뒤에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to 
fight는 ‘싸우기 위해’의 뜻으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쓰였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1991, Two, five

0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반 친구들과 나는 시립 박물관에 갔다.

② 반 친구들과 나는 얼어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③ 그 사냥꾼의 동사체는 외치라고 불린다.

④  외치는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마도 싸우는 데 그 칼을 

사용했을 것이다.

⑤  과학자들은 외치가 전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1991, two students discovered the frozen 
body of a hunter.로 보아 ②는 틀린 설명이다.

02 이 글의 내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시오.

A 외치는 언제 발견되었나요?

B 1991년에 발견되었습니다.

A 누가 발견했나요?

B 학생 두 명이 발견했습니다.

A 외치는 언제 살았나요?

B 5천 년 이전에 살았습니다. 

 1991년에 두 명의 학생이 발견했으며 5천 년 이전에 

살았다고 했다.

❶ T     ❷ F 

해석 ❶ 나는 아침 풍경 그림을 걸었다. ❷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장난을 쳤다고 나를 야단치셨다.

● Iceman, hunter 
해석 이 이야기는 어떤 사냥꾼의 동사체인 외치라는 아이스맨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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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hristmas Presents for 
Friends and Families pp.14~15

알렉스와 니콜, 비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싶었다. “땅에 눈이 많이 쌓였잖아. 사람들이 차고 

진입로랑 인도에 쌓인 눈을 치워 달라고 우리를 쓸지도 

몰라.”라고 비키가 말했다. 세 친구는 집집마다 다니며 

우편함에 광고지를 넣었다. 맨 처음으로, 존스 부인이 

아이들에게 차고 진입로의 눈을 치워 달라고 고용했다. 

그녀는 “나는 쌍둥이 딸이 있거든. 너무 바빠서 직접 눈을 

치울 수가 없단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스미스 

부인이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녀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치우기에는 눈이 너무 무겁단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Mr. Lee가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는 “우리 진입로는 너무 넓어서 나 혼자 눈을 다 퍼낼 

수가 없단다. 도와주겠니?”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눈을 치웠다. 그들은 모두 합해서 30달러를 

벌었다. 이제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어휘  earn [ə́ːrn] (돈을) 벌다    present [préznt] 선물    

lots of 많은    ground [ɡráund] 지면, 땅    maybe 
[méibi] 어쩌면, 아마   hire [háiər] 고용하다    shovel 
[ʃʌ́vəl] 삽; 삽으로 뜨다    driveway [dráivwèi] (도로에서 

집·차고까지의) 진입로    sidewalk [sáidwɔ́ːk] (포장한) 

보도, 인도    flier [fláiər] 전단, 광고    mailbox [méilbɑ̀ks] 

우편함    twin [twín] 쌍둥이    by oneself 혼자서    

total [tóutl] 총액, 합계

구문  1행 Alex, Nicole, and Vickie wanted to 

earn some money to buy Christmas presents.: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to buy는 

‘사기 위해’의 뜻으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3행 Maybe people will hire us to shovel the 
snow on their driveways and sidewalks.:  「hire+

목적어+to부정사」의 형태이며 ‘~을 …하도록 고용하다’의 

뜻이다.

7행 I am too busy to shovel the snow myself.: 
「too+형용사+to부정사」 구문이며 ‘너무 ~해서 …할 수 

없는’의 뜻이다. (= I am so busy that I can’t shovel 
the snow myself.)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⑤      

03 ⑴ busy  ⑵ old  ⑶ too big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겨울의 폭설 

②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선물 

③ 세 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 

④ 우정을 지키는 방법 

⑤ 눈을 치워서 돈을 버는 것

 세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이웃들 집 앞의 

눈을 치워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다. 

02 ① 재미있는  ② 졸린   ③ 어리석은 

④ 욕심 많은  ⑤ 열심히 일하는

 The kids worked very hard shoveling snow.
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일했음을 알 수 있다.

03 표를 완성하시오.

그/그녀가 눈을 치울 수 없었던 이유

⑴ 그녀는 너무 바빴다.

⑵ 그녀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⑶ 진입로가 너무 넓었다.

 존스 부인은 너무 바빠서, 스미스 부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Mr. Lee는 진입로가 너무 넓어서 눈을 치울 수 

없다고 했다.

a  01 lock 02 present     
B  01 like 02 for 03 on 
C  01 shav 02 discover 03 earn  
 04 scold   
d  01 a sheet of 02 too 03 to pet  
 04 because

review Test p.16

● snow, Christmas, present
해석 알렉스와 니콜, 비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을 벌기 

위해 이웃들의 차고 진입로와 인도에 쌓인 눈을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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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그다: lock   

02 선물: present    

a

01 잠그다   02 선물   03 암   04 총액, 합계   05 
싸우다, 전투하다   06 친척, 일가   07 사냥꾼   08 
앞당기다   09 (날씨가) 쾌적한, 좋은   10 언, 냉동한   

11 전시회, 박람회   12 삽; 삽으로 뜨다   13 위, 배   

14 (머리, 이 등이) 빠지다   15 ~을 속이다, ~에게 

장난치다   16 hang   17 scene   18 well-

preserved   19 depressed     20 scold   21 
battle   22 hire   23 sidewalk     24 discover   

25 driveway   26 earn   27 decide   28 shave   

29 be ready for   30  look like

Vocabulary Test p.17

01 그 케이크는 배처럼 생겼다.

02 10분 퀴즈를 할 준비가 되었니?

03 나한테 장난치는 것 그만둬.

  01 look like: ~처럼 보이다 

02 be ready for+명사: ~을 위한 준비가 되다 

03 play a trick on: ~에게 장난치다

B

01 나는 면도를 하다가 베었다.

02 그 탐험가는 보물을 발견했다.

03 네 여동생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하니?

04 선생님은 교실 거울을 깼다고 나를 야단치셨다.

  01 shave: (수염 등을) 깎다, 면도하다 

02 discover: 발견하다  

03 earn: (돈을) 벌다 

04 scold: 야단치다, 꾸짖다

C

01 종이 한 장 건네주시겠어요?

02 나는 너무 긴장되어서 숨을 잘 쉴 수가 없다.

03 큰 개를 쓰다듬는 것은 위험하다.

04 그는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화가 나 있다.

  01 ‘종이 한 장’은 a sheet of paper로 표현한다.     

 02 ‘너무 ~해서 …할 수 없는’은  「too+형용사+to부정사」

로 나타낸다.  

 03 「가주어(It) ~ 진주어(to부정사)」 형태이다.  

 04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므로 because가 알맞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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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hree Wishes  pp.20~21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사막을 횡단하다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여행자는 낡은 초롱이 모래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초롱의 모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가 

초롱을 문지르자 연기 속에서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은 

여행자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C) 먼저, 여행자는 사막에서 나가는 길을 찾게 해달라고 

빌었다. (A) 두 번째로, 그는 가족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빌었다. (B) 그의 세 번째 소원은 세 가지 소원을 더 빌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휘  traveler [trǽvələr] 여행자   lose one’s way 

길을 잃다    cross [krɔ́ːs]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desert 
[dézərt] 사막    lost [lɔ́ːst] 길을 잃은      lantern [lǽntərn] 

등, 초롱     lie [lái] 놓여 있다   rub [rʌ́b] 문지르다    genie 
[dʒíːni] (아라비아 동화에 나오는) 요정  appear [əpíər] 

나타나다   grant [ɡrǽnt] 주다, 허가하다    wish [wíʃ] 소원; 

소원을 빌다     third [θə́ːrd] 세 번째의

구문  2행 The lost traveler found an old lantern 
lying in the sand.: 「주어+동사+목적어+목적보어」 

형태의 5형식 문장이며, 현재분사 lying이 목적보어로 

쓰였다.

6행 Second, he wished that he could find his 
family again.: 주절의 동사 wished가 과거 시제이므로 

종속절의 시제도 can의 과거형 could가 쓰였다. 이것을 

시제 일치라고 한다.

7행 His third wish was that he could have three 
more wishes.: that은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that 
이하가 주어 His third wish를 설명해 주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④         02 ③

01 First, Second, His third wish라는 문구로 보아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02 ③은 ‘요정’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여행자’를 

가리킨다.

02 Keeping Pets pp.22~23

당신은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을 좋아하는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나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개는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 때문에 좋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산책을 시켜야 하는 아이들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고양이도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고양이는 독립심을 빠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고양이를 기르는 아이들은 독립심을 배울 

수 있다. 토끼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새끼를 낳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뱀, 쥐, 물고기 또한 

아이들에게 청결과 적절한 목욕 습관에 대해 가르치기에 

좋다. 대부분의 애완동물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어휘  for [fɔ́ːr] ~에 찬성하는    against [əɡénst] ~에 

반대하는    be good for ~에 좋다    responsible 
[rispɑ́nsəbl] 책임감 있는    have to ~해야 한다    feed 
[fíːd] 먹이를 주다    walk [wɔ́ːk] (동물을) 산책시키다     

responsibility [rispɑ̀nsəbíləti] 책임(감)    along with 
~에 덧붙여     own [óun] 소유하다    independence 
[ìndipéndəns] 독립(심)    rabbit [rǽbit] 토끼    a lot of 
많은    cleanliness [klénlinis] 청결, 깨끗함     proper 
[prɑ́pər] 적절한, 알맞은    bathing [béiðiŋ] 목욕, 수영    

valuable [vǽljuəbl] 귀중한, 소중한    lesson [lésn] 

교훈, 가르침

구문  4행 Children who have to feed and walk a 
dog learn to be responsible for the life of 
another being.: 문장의 주어는 Children이고 동사는 

learn이다. 관계대명사절(who have to ... walk a dog)
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❶ F     ❷ T 

해석 ❶ 여행자는 낡은 초롱을 샀다. ❷ 여행자는 요정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었다.

IIU N I T

aNImals
&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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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 ... children who own a cat learn about 
independence ...: 문장의 주어는 children이고 동사는 

learn이다. 관계대명사절(who own a cat)이 주어 

children을 수식하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①     03 ⑴ dogs, cats   
⑵ cats   ⑶ snakes, rats, and fish   ⑷ 

rabbits    

01 개, 고양이, 토끼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의 좋은 점에 

관한 글이므로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02 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준다. ②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하게 한다. ③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④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은 어렵다. ⑤ 애완동물이 아프면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것은 아주 힘이 든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의 좋은 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메리이다.

03 개, 고양이, 토끼, 뱀 등을 기르는 것의 좋은 점을 서로 

구별하여 파악한다.

03 Elephant Camp pp.24~25

인도에서는 코끼리 몇 마리가 한 달간 캠프에 갈 예정이다.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주의 공무원들은 최근 그 주에서 

일하는 코끼리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 ‘코끼리 캠프’를 

만들었다. 인도에서는 수천 마리의 코끼리를 사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교 행사나 축제 때 일을 한다. 다른 

코끼리들은 벌채를 위해 숲을 개간하는 일을 한다. 

공무원들은 몇 마리의 코끼리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들을 공격한 이후에 코끼리들에게 휴가를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캠프에서 코끼리들은 쉬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강에서 수영을 하게 된다.

어휘  government [ɡʌ́vərnmənt] 정부   official [əfíʃəl] 

공무원     southern [sʌ́ðərn] 남부의    state [stéit] 주 

(州)    recently [ríːsntli] 최근에     thousands of 
수천의    temple [témpl] 절, 사원    religious [rilídʒəs] 

종교의   ceremony [sérəmòuni] 의식    clear [klíər]  

(삼림·토지를) 개척하다, 개간하다    log [lɔ́ːɡ] 목재를 

벌채하다; 통나무    realize [ríːəlàiz] 깨닫다, 이해하다    

break [bréik] 잠깐의 휴식, (짧은) 휴가; 깨뜨리다     

attack [ətǽk] 공격하다    

구문  2행 Government officials in India’s 
southern state of Tamil Nadu recently created 
an “elephant camp” to give the state’s working 
elephants a vacation.: 문장의 주어는 Government 
officials이고 동사는 created이다. 장소의 부사구 in ... 
Tamil Nadu가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to give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주기 위하여’로 해석한다. 

6행 Government officials realized (that) the 
elephants could use a break ...: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④

01 이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① 캠프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

② 동물들이 다치는 방법 

③ 코끼리 캠프가 만들어진 이유

④ 코끼리들이 보통 하는 일

⑤ 인간과 코끼리의 관계

 종교 행사나 축제에서 일하거나 벌채를 하느라 지친 

코끼리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자 코끼리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 캠프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02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은?

① 배고프고 졸린  ② 힘이 세고 건강한 

③ 부지런하고 바쁜 ④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⑤ 행복하고 유머러스한

 빈칸에는 코끼리가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가 들어가야 

하므로 ④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알맞다.

● pet, lesson
해석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준다.

● vacation[break]
해석  Q 공무원들은 왜 ‘코끼리 캠프’를 만들었나?

A 그 주에서 일하는 코끼리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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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li Baba and the Forty 
Thieves    pp.26~27

알리바바는 숲에서 40명의 도둑을 보았다. 그들이 동굴 

밖에서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외우자 동굴이 

열렸다. 도둑들이 떠난 후 알리바바도 그 주문을 외웠다. 

동굴이 열렸고 알리바바는 안에서 많은 금과 은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들을 몇 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알리바바의 형 카심은 샘이 났다. 알리바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는 바로 그 동굴로 갔다. 그는 금 몇 

개를 챙겼지만 주문을 잊어버려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도둑들이 동굴 안에서 그를 발견하고 죽였다. 

그들은 알리바바도 죽이려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옮겨질 

큰 항아리에 숨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영리한 하인인 

모리자나가 그들의 계획에 대해 미리 알고 도둑들을 

죽이기 위해 항아리 안에 끓는 기름을 쏟아부었다. 

알리바바는 그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어휘  thief [θíːf] 도둑   outside [áutsáid] ~의 바깥쪽에   

cave [kéiv] 동굴    magic word 주문  sesame 
[sésəmi] 참깨   gold [ɡóuld] 금   silver [sílvər] 은   

inside [ìnsáid] 안에서   explain [ikspléin] 설명하다   

happen [hǽpən] 일어나다, 발생하다   immediately 
[imíːdiətli] 즉시    get out 나오다    forget [fərɡét] 

잊어버리다    hide [háid] 숨다, 숨기다    jar [dʒɑ́ːr] 단지, 

항아리    servant [sə́ːrvənt] 하인   already [ɔːlrédi] 

이미, 벌써    plan [plǽn] 계획    pour [pɔ́ːr] 쏟다, 붓다    

boiling [bɔ́iliŋ] 끓어오르는   save [séiv] 구하다   

thanks to ~ 덕분에

구문  9행 They hid in big jars which were taken 
to Ali’s house.: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 big jars를 수식하고 있다. 

11행 ... so she poured boiling oil into the jars to 

kill the thieves.: to kill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으로 ‘죽이기 위하여’로 해석한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⑴ in the forest  ⑵ the 
magic words “Open Sesame!”  ⑶ the 
magic words

01 빈칸 (a)와 (b)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영리한 - 부지런한  ② 시샘하는 - 영리한  

③ 시샘하는 - 게으른  ④ 부지런한 - 영리한  

⑤ 탐욕스러운 - 부지런한

 (a) 알리바바가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바로 동굴로 

간 것으로 보아 ‘샘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항아리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 도둑들을 죽인 것으로 

보아 ‘영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대답을 완성하시오.

⑴ Q 알리바바는 도둑들을 어디서 보았나?

 A 숲에서 그들을 보았다.

⑵ Q 40명의 도둑은 어떻게 동굴로 들어갔나?

 A “열려라 참깨!”라고 주문을 말했다.

⑶ Q 카심은 왜 동굴에서 나올 수 없었나?

 A 주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⑴ Ali Baba saw forty thieves in the forest. ⑵ 
Outside a cave, they said the magic words 
“Open Sesame!” ⑶ he couldn’t get out because 
he had forgotten the magic words에서 알 수 있다.

01 구하다: save        02 최근에: recently

a

a  01 save  02 recently    
B  01 desert 02 break 03 feed   
C   01 Cross 02 own 03 attack
 04 explain   
d   01 making  02 barking 03 during  
 04 as

review Test p.28

❶ T     ❷ F 

해석 ❶ 카심은 주문을 잊어버려서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❷ 알리바바의 아내 모리자나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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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막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니?

02 우리는 5분간 휴식 시간이 있다.

03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01 desert: 사막 / dessert: 후식 
02 break: 잠깐의 휴식 / brake: 브레이크 
03 feed: 먹이를 주다 / food: 먹이, 음식 

B

01 다리를 건너서 곧장 가라.

02 그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

03 군대가 그 마을을 공격했다.

04 선생님은 우리에게 문법 규칙을 설명하고 계신다.

  01 cross: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02 own: 소유하다    03 attack: 공격하다  
04 explain: 설명하다  

C

01 유리는 종이꽃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02 짖고 있는 개는 물지 않는다.

03 그들은 종교 행사와 축제 동안에 일을 한다.

04 물은 얼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01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02 명사 dog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가 와야 한다.  

 03 ‘~ 동안에’의 뜻으로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으므로 during이 알맞다.  

04 ‘~할 때’의 뜻이므로 as가 알맞다.   

d

01 여행자   02 최근에   03 먹이를 주다   04 주다, 

허가하다   05 길을 잃은   06 소원; 소원을 빌다   07 
소유하다   08 독립(심)   09 등, 손전등   10 문지르다   

11 공무원   12 즉시   13 교훈, 가르침   14 
설명하다   15 ~에 좋다   16 desert   17 attack   

18 break   19 save   20 valuable   21 servant   

22 government   23 clear   24 southern   25 
cross   26 pour   27 log   28 proper   29 
responsible   30 thanks to 

Vocabulary Test p.29

01 What Am I?   pp.32~33

나는 살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무척 비슷하다. 

나는 새 옷을 입고 최신 옷으로 자주자주 갈아입는다. 

나는 쇼윈도 안에 서 있으며, 인간의 모형이다. 흔히 여자 

아이나 성인 여성용의 최신 스타일 옷을 광고하기 위해 

모델로 사용된다. 최신 패션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한다. 모습은 멋있어 보이지만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저 쇼윈도에 서 있을 뿐이다. 나는 

누구일까?

어휘  living [líviŋ] 살아 있는, 생명이 있는     look like +
명사 ~처럼 보이다     put on ~을 입다(= wear)   

exchange [ikstʃéindʒ] 교환하다     model [mɑ́dl] 모형, 

모델     human being 인간     frequently [fríːkwəntli] 

자주     employ [ implɔ́ i ] 고용하다, 사용하다    

advertise [ǽdvərtàiz] 광고하다     attract [ətrǽkt]  
(주의·흥미 등을) 끌다     attention [əténʃən] 주의, 관심    

display [displéi] 전시하다, 내보이다     though [ðóu] 

비록 ~이지만     appearance [əpíərəns] 외관, 겉모습   

do nothing but ~만 할 뿐이다(= only)

구문  1행 I look very much like a person.: look 
like는 ‘~처럼 보이다’의 의미로 뒤에 명사가 온다. look도 

같은 뜻이지만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차이가 있다.

ex. You look very happy. 

2행 I put on new clothes and exchange them 
very often for the newest ones.: ones는 앞에서 

언급된 clothes를 대신한다.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F 

해석 ❶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새 옷을 입는다. ❷ 내 일은 새로 

유행하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IIIU N I T

shoppINg      
& 
h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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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③         02 ③

01 사람과 비슷하고 유행하는 의상을 광고하기 위해 

쇼윈도에 서 있는 것은 ‘마네킹’이다.

02 ① 의복을 벗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② 보다   

③ 입다, 착용하다   ④ 미루다, 연기하다 

⑤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켜다

 ‘입다’라는 의미의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put on이 

알맞다.

02  3D Film about a Roller 
Coaster Ride  pp.34~35

알렉스와 노라는 지난주 토요일에 롤러코스터 타기에 관한 

입체 영화를 보러 갔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입체 안경을 

받았다. 그들은 앞줄에 앉았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노라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미안해. 나 나가야겠어. 정말 토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말고 앉아!” 

알렉스가 대답했다. 잠시 후 롤러코스터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노라가 소리쳤다. “앉아. 

너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구나.” 알렉스가 말했다. 몇 분 

후 노라는 일어서서 안경을 벗으려고 했다. “나 가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떨어져서 죽기 전에 

앉으라고!” 알렉스가 소리쳤다. 결국 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휘  entrance [éntrəns] 입구, 문    be seated 앉다     

front [frʌ́nt] 앞쪽의    row [róu] (극장 등의 좌석) 줄    

pale [péil] 창백한    leave [líːv] 떠나다   sick [sík] (속이) 

메스꺼운, 토할 것 같은   embarrass [imbǽrəs] 

당황스럽게 만들다    fall out of ~에서 떨어지다    get 
killed 죽다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리다

구문  4행 As soon as it began, Nora turned 
pale.: as soon as는 ‘~하자마자’의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5행 Will you sit down and stop acting like a 
child?: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stop+to부정사」는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의 

의미로, 이때 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 

정답  |          01 ②          02 ③     

03 ⑴ N  ⑵ A  ⑶ N  ⑷ A

01 ① 신이 난  ② 겁이 난  ③ 지루한 

④ 놀란   ⑤ 기쁜

 토할 것 같다며 영화를 그만 보고 나가려는 것으로 보아 

‘겁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take off는 ‘(옷, 모자, 신발, 안경 등을) 벗다’라는 

뜻이다.

03 ⑴ 나 바람 좀 쐬야겠어. 

⑵ 앉아. 너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구나. 

⑶ 나 나가야겠어. 정말 토할 것 같아. 

⑷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말고 앉아!

 겁에 질려서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노라의 

말이고, 나가려는 노라에게 화를 내며 앉으라고 하는 것은 

알렉스의 말이다.

03 Online Shopping pp.36~37

인터넷 쇼핑, 즉 온라인 쇼핑이 점점 더 인기를 얻어 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 근처의 상점에서 찾을 수 

없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더 좋은 가격의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Comprehension Check
❶ F     ❷ T 

해석 ❶ 알렉스와 노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  

❷ 노라는 영화를 그만 보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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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popular [pɑ́pjulər] 인기 있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convenient [kənvíːnjənt] 편리한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leave [líːv] 떠나다    
order [ɔ́ːrdər] 주문하다      at any time 언제든지     
find [fáind] 발견하다, 찾아내다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price [práis] 값, 가격

구문  1행 Shopping on the Internet, or shopping 

online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이 

문장에서 or는 ‘즉’이라는 뜻으로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따라서 Shopping on the Internet과 

shopping online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5행 ... they can shop for anything (that) they 
want at any time, day or night.: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문장으로, 관계대명사절(they want)이 

선행사 anything을 수식하고 있다.

6행 ... they can find things for sale that they 
can’t find in the stores near their homes.: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절(that ... homes)이 

선행사 things를 수식하고 있다.

정답  |            01 ②         02 ⑤

01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주어진 문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 ② 뒤에 Some 
people ..., Other people ..., Still other people 
...로 설명되고 있다.    

02 이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①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방법

②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쇼핑 상품

③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시간

④ 인터넷 쇼핑의 단점들 

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이유

 편리해서, 근처 상점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T 

해석 ❶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쇼핑을 한다. 

❷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여 집에서 상품을 

주문한다.

04 A Gorilla in Macy’s pp.38~39

어느 날 고릴라 한 마리가 메이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고릴라는 1층 우산 매장에 있었는데, 우산들을 폈다 

접었다 하다가 바닥에 팽개쳐 버렸다. 그는 아주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한 손님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마침내 

매니저에게 달려가서 “실례합니다만, 저쪽에서 화가 난 

고릴라 한 마리가 우산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급히 고릴라에게 갔다. 매니저는 벌벌 

떨면서, 그렇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커다란 

짐승에게 똑바로 걸어가서 말했다. “실례합니다, 손님, 

음, 저, 메이시 백화점에서 고릴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당연한 일이네요.” 고릴라가 말했다. “이런 

가격이면 더 많은 고릴라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어휘  gorilla [ɡərílə] 고릴라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department [dipɑ́ːrtmənt] (백화점의) …매장    

on the first floor 1층에    throw [θróu] 던지다, 

팽개치다    customer [kʌ́stəmər] (상점의) 고객, 손님    

over there 저쪽에    rush [rʌ́ʃ] 돌진하다, 서두르다    

tremble [trémbl] 떨다    beast [bíːst] 짐승    price 
[práis] 가격

구문  5행 ... there’s an angry gorilla over there 
playing with the umbrellas.: 현재분사 playing 
이하가 앞의 명사 an angry gorilla를 수식하고 있다. 

p lay ing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인 

that[which] i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행 I’m not surprised ...: 주어의 감정 상태를 설명할 

때는 surprised와 같이 과거분사 형태로 나타낸다.

cf. The news was surprising to us.: surprising과 

같은 현재분사는 ‘~한 기분이 들게 하는’의 뜻으로, 사물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인다.

정답  |    01 ②     02 ②     03 ⑴ gorilla  ⑵ 

manager, customer  ⑶ manager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F 

해석 ❶ 손님은 고릴라를 보았을 때 매니저에게 달려갔다.  

❷ 고릴라는 비싼 우산을 사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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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님이 고릴라를 보았을 때의 심경으로 알맞은 것은?

① 흥분한 ② 놀란 ③ 지루한 ④ 기쁜 ⑤ 실망한

 백화점에서 화가 난 고릴라가 우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았으니 놀랐을 것이다. 

02 고릴라가 화가 난 이유로 알맞은 것은?

① 우산들이 너무 볼품없어서.   

② 우산들이 너무 비싸서. 

③ 매니저가 그에게 무례해서.

④ 크기가 큰 우산을 팔지 않아서.

⑤ 그가 사고 싶은 우산을 찾을 수 없어서.

 ‘with these prices you’re not going to see 
many more either’에서 우산이 비싸서 고릴라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⑴ 밑줄 친 (a)의 He는 고릴라를 가리킨다.

⑵ 밑줄 친 (b)의 They는 매니저와 손님을 가리킨다.

⑶ 밑줄 친 (c)의 he는 매니저를 가리킨다.

 각각 앞 문장에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01 교환하다   02 광고하다   03 외관, 겉모습   04 (

극장 등의 좌석) 줄   05 (주의·흥미 등을) 끌다   06 
당황스럽게 만들다   07 (속이) 메스꺼운, 토할 것 같은   

08 인기 있는   09 편리한   10 (건물의) 층; 바닥   

11 (백화점의) …매장   12 떨다   13 저쪽에   14 
죽다   15 ~을 입다   16 model   17 leave   18 
pale   19 order     20 price   21 throw   22 
customer   23 entrance   24 find   25 
frequently   26 employ   27 rush   28 for sale   

29 fall out of   30 burst into tears

Vocabulary Test p.41

01 잭은 피터와 모자를 교환했다.

02 저에게 공 좀 던져 주세요!

03 Kid Shop 홈페이지에서 옷을 주문할 수 있다.

04 나는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01 exchange: 교환하다   

 02 throw: 던지다, 팽개치다  

 03 order: 주문하다   

 04 embarrass: 당황스럽게 만들다 

C

01 인기 있는: popular  02 편리한: convenient   

a

01 이 TV 전시품은 판매하는 것인가요? 

02 갑자기 그 작은 여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03 저쪽에 있는 키 크고 날씬한 여자를 아니?

 01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02 burst into tears: 울음을 터뜨리다   

 03 over there: 저쪽에

B

01 그 천은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02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03 가게에서 오렌지 몇 개 좀 사다 주시겠어요?

04 우리는 항상 외식하러 나가는 것으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

  01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feel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온다.   

  02 「get+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해지다’의 

뜻이다.   

  03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몇 개의, 약간의’

라는 뜻으로 쓰인다.   

 04 by -ing는 ‘~함으로써’라는 뜻이다. 

d

a  01 popular 02 convenient    
B  01 for 02 into 03 over   
C   01 exchange 02 throw 03 order  
 04 embarrass   
d   01 smooth 02 and 03 a few  
 04 by

review Test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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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 Coupon for Popcorn  pp.44~45

무료

팝콘 작은 사이즈

또는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하고 차액 지불

KING 극장

KING 극장 스낵바에 이 쿠폰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팝콘 작은 사이즈를 받거나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하세요.

1회, 1인당 한 개 한정

재판매 불가

쿠폰 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에 만료됩니다.

어휘  free [fríː] 무료의    upgrade [ʌ́pɡréid] (제품의 

가격·등급을) 올리다    pay [péi] 지불하다    difference 
[dífərəns] 차이(점)    theater [θí:ətər] 극장    present 
[prizént] 제출하다, 건네주다    limit [límit] 제한하다   per 
[pər] ~마다   resale [ríːsèil] 재판매   expire [ikspáiər] 

만기가 되다     

정답  |            01 ⑤         02 ③

01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02 ① 실례합니다만, 이 자리 비었나요?

② 감옥에서 5년을 보낸 후, 그녀는 마침내 풀려났다.

③ 8월 음악 축제 티켓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④ 나는 한가한 시간에 보통 요리책을 읽는다.

⑤ 이 채소들에는 화학약품이 없다.

 ‘공짜의, 무료의’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찾는다. ① 비어 

있는 ② 갇혀 있지 않은 ④ 한가한 ⑤ ~이 없는

02 H1N1  pp.46~47

때는 9월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독감으로 병이 났던 것이다. 그 독감 바이러스의 이름은 

H1N1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돼지 독감이라고 

불렀다. 돼지를 키우는 농부들은 돼지 독감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돼지 독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돼지는 그런 독감에 걸리지 않아요. 돼지를 

먹는다고 해서 그 독감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라고 

말했다. 조리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swine이란 돼지를 말한다. 우리는 돼지로부터 베이컨과 

햄을 얻고, 돼지고기도 얻는다. 하지만 독감을 얻지는 

않는다. 바이러스 때문에 독감에 걸리는 것이다. H1N1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 10월에 

보건부에서 새로운 백신을 배포했다. 새로운 백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했다. 사람들은 

마음이 놓였다. 돼지 농장주들도 마음이 놓였다.

어휘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flu [flúː] 

유행성 감기, 독감    swine [swáin] 돼지    bacon 
[béikən] 베이컨(돼지의 옆구리나 등의 살을 소금에 절여 

훈제한 것)    pork [pɔ́ːrk] 돼지고기    distribute 
[distríbjuːt]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vaccine [væksíːn]  

(접종용의) 백신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most [móust] 대부분의 

구문  1행 People were getting sick all over the 
world.: 과거진행형은 과거에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내며 

「be동사 과거형+동사원형-ing」의 형태로 쓴다.

3행 Some people called it swine flu.: 「주어+

동사+목적어+목적보어」의 5형식 문장이며, 명사 swine 
flu가 목적보어로 쓰였다.

9행 The H1N1 virus was making everyone sick.: 
5형식 문장이며 형용사 sick이 목적보어로 쓰였다.

● popcorn, free 
해석 이 쿠폰은 작은 사이즈의 팝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Comprehension Check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F 

해석 ❶ H1N1은 독감 바이러스의 이름이었다. ❷ 돼지 

농장주들이 새로운 백신을 배포했다.

IVU N I T

healTh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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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① 돼지고기를 요리하는 방법

②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③ H1N1-돼지 독감

④ 독감 백신이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의 영향

 전 세계 사람들을 병들게 했던, ‘돼지 독감’이라고 

불리던 H1N1에 관한 글이다.

02 ‘It’s true that you can’t get swine flu from 
eating cooked pork.’로 보아 ③은 일치하지 않는다. 

03 앞 문장 ‘The name of the flu virus was H1N1. 
Some people called it swine flu.’를 통해 that이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Alphabetical Order  pp.48~49

여러분은 영영사전에서 수천 개 단어의 목록을 보게 

된다. 이 목록의 각 단어는 ‘표제어’라고 불린다. 표제어 

전체는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표제어들이 

영어의 알파벳 문자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cat’은 ‘dog’ 앞에 오는데, 알파벳에서 d가 c 

뒤에 오기 때문이다. 만일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문자로 

시작하면, 두 번째 오는 문자로 순서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알파벳에서 a가 h 앞에 오기 때문에 ‘cheese’ 앞에 

‘cat’이 온다.

어휘  dictionary [díkʃənèri] 사전    listing [lístiŋ] 

일람표, 목록   several [sévərəl] 몇몇의, 여러 가지의    

entry [éntri] (사전 등의) 표제어, 수록어     alphabetical 
[æ̀lfəbétikəl] 알파벳순의    order [ɔ́ːrdər] 순서; 순서를 

매기다    mean [míːn] 의미하다     follow [fɑ́lou] 따르다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     letter [létər] 문자; 

편지 

구문  3~4행  This means that the words follow 
the same order as the letters of the English 

alphabet.: This는 앞문장 All of the entries are in
alphabetical order.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쓰였다. that
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that절이 동사 means의 

목적어이다. the same A as B는 ‘B와 같은 A’라는 

뜻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a) d  (b) c  (c) a  (d) h   02 ⑤

01 빈칸 (a)~(d)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 (b) 알파벳에서 d는 c 뒤에 온다. 

(c), (d) 두 번째 문자로 비교할 때 a는 h 앞에 온다.   

02 아래 밑줄 친 letter 중에서 주어진 지문에 나온 letter와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① 사각형 안에 다섯 개의 글자가 있다. 

② 영어 알파벳에는 26개의 철자가 있다.

③ Z는 영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철자이다. 

④ 문장을 쓸 때,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⑤ 나는 시, 이야기, 편지 등 온갖 종류의 것들을 쓴다.  

 ‘철자, 글자’의 뜻으로 쓰이지 않은 것을 찾는다. ⑤는  

‘편지’라는 뜻으로 쓰였다.

정답  |    01 ③    02 ③    03 H1N1을 ‘돼지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 

04 A Talking Frog pp.50~51

한 나이 든 신사가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공이 얕은 웅덩이에 빠졌다. 그는 공을 빼내려고 하다가 

말을 하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해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여자가 되어 드릴게요.” 그는 개구리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계속 골프를 치자 개구리는 그 

말을 또 했다.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해서 한 달 내내 당신의 여자가 되어 

드릴게요!” 남자는 계속 골프를 쳤고 또 다시 개구리가 

외쳤다.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름다운 

● entries, alphabetical  
해석  영영사전의 표제어 전체는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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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01 ④  02 ④  03 ⓐ → discovered  

01 이 글 전체의 분위기/어조로 알맞은 것은?

① 쓸쓸한   ② 소란스러운 ③ 신 나는 

④ 유머러스한  ⑤ 평화로운

 키스해 주면 아름다운 공주로 변해 당신의 여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개구리에게 자기 나이에는 말하는 개구리가 

더 낫다고 말하는 남자에게서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02 이 글을 읽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① 말하는 개구리는 공주로 변할 것이다.

② 남자는 항상 개구리와 골프를 칠 것이다.

③ 남자는 개구리를 웅덩이에 떨어뜨릴 것이다.

④ 남자는 개구리에게 키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⑤ 남자는 개구리 덕분에 골프 경기를 이길 것이다.

 남자의 마지막 말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다’는 것으로 

보아 ‘개구리에게 키스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3 밑줄 친 ⓐ~ⓔ 단어 중 문법적으로 잘못 쓰인 것을 

골라 아래에 바르게 고쳐 쓰시오. 

 ⓐ ‘발견하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iscovered가 

맞다.

01 몇몇의: several   
02 같은: same   

a

01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은 망치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02 환경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

03 봄에는 온 세상이 푸르러진다.

  발음이나 의미상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을 구별하여 

알아둔다. 

   01 most: 대부분의 / almost: 거의   
  02 change: 변하다, 바꾸다 / exchange: 교환하다 

03 whole: 전체의, 모든 / hole: 구멍

B

a  01 several 02 same    
B  01 Most 02 change 03 whole   
C   01 pay 02 mean 03 protect   

04 repeat
d   01 It 02 one 03 and
 04 If

review Test p.52

01 그 책값을 지불했니?

02 파란색은 ‘시원함’과 ‘평온함’을 의미한다.  
03 나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4 그는 그 시를 계속 반복했다.

 01 pay: 지불하다   
 02 mean: 의미하다   
 03 protect: 보호하다   
 04 repeat: 반복하다   

C

공주로 변해서 일 년 내내 당신의 여자가 되어 드릴게요!” 

마침내 그 나이 든 신사는 개구리를 보고 소리쳤다. “내 

나이에는 말하는 개구리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어휘  land [lǽnd] 착륙하다, 떨어지다     shallow [ʃǽlou] 

얕은     attempt [ətémpt] 시도하다     change [tʃéindʒ] 

변하다, 바꾸다     pick up 집어 들다     place [pléis] 

놓다, 두다; 장소     continue [kəntínjuː] 계속하다   

repeat [ripíːt] 반복하다     whole [hóul] 전체의, 모든     

once again 한 번 더     speak out 큰소리로 

이야기하다     exclaim [ikskléim] 외치다, 소리치다     

would rather 차라리 ~하는 편이 낫다 

구문  3행 ... he discovered a frog that started to 
speak!: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며, that 이하가 

선행사 a frog을 수식한다.

11행 At my age, I’d rather have a talking frog!: 
’d rather는 would rather의 줄임말로 ‘차라리 ~하는 

편이 낫다’의 뜻이며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Comprehension Check
❶ T     ❷ F 

해석 ❶ 한 나이 든 신사가 얕은 웅덩이에서 말하는 개구리를 

발견했다. ❷ 나이 든 신사는 개구리가 자신과 함께 골프를 

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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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답  |      01 ④    02 ⑴ uncomfortable, 
comfortable  ⑵ in all four seasons, on 
holidays or special days

Comprehension Check

01 외치다, 소리치다   02 시도하다   03 돼지   04 
제한하다   05 재판매   06 ~마다   07 (제품의 

가격·등급을) 올리다   08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09 
유행성 감기, 독감   10 몇몇의, 여러 가지의   11 문자; 

편지   12 (사전 등의) 표제어, 수록어   13 반복하다   

14 알파벳순의   15 큰소리로 이야기하다   16 land   

17 pork   18 most   19 pay   20 free   21 
present   22 expire     23 protect   24 same   

25 mean   26 follow   27 whole   28 order   

29 all over the world   30 pick up

Vocabulary Test p.53

01 5 더하기 4가 10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02 나는 동전이 필요해. 너 동전 있니?

03 뜨거운 물로 목욕해, 그러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04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죽게 

될 것이다.

  01 진주어인 that절을 대신하는 가주어 It이 들어가야 

한다. 

  02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는 one을 사용한다.  

  03 ‘목욕해, 그러면 …’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and가 

알맞다.  

  04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If가 

알맞다.

d

● Hanbok, Korean  
해석 이 글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관한 글이다.

 Do You Wear Hanbok? pp.56~57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그것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나오며, 선이 우아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입기가 불편하다. 우리 조상들은 4계절 내내 이것을 

입었다. 요즘에는 전통 한복 대신 개량 한복을 입는데, 

개량 한복은 입기가 훨씬 편하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는다.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잊어가고 있다고들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한복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어휘  traditional [trədíʃənl] 전통의, 전통적인    various 
[vέəriəs] 다양한     graceful [ɡréisfəl] 우아한, 품위 있는    

uncomfortable [ʌ̀nkʌ́mfərtəbl] 불편한    daily life 

일상생활    ancestor [ǽnsestər] 조상    these days 

요즘에는    modernize [mɑ́dərnàiz] 현대화하다    

instead of ~ 대신에    far [fɑ́ːr] 훨씬, 대단히    from 
now on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value [vǽljuː] 소중히 하다

구문  2행 But it is uncomfortable to wear in 
daily life.: to wear 이하가 진주어이고, it은 가주어이다.

5행 The modernized Hanbok is far more 
comfortable to wear.: to wear가 앞의 형용사 

comfortable을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8행 From now on, let’s value and love Hanbok.: 
let’s는 ‘~하자’라는 뜻으로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CUlTUre, arT  
& 
The WorldV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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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지막 문장 ‘From now on, let’s value and love 
Hanbok.’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드러나 있다.

02 ⑴ 전통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입기가 불편하지만 개량 

한복은 편하다.

⑵ 우리 조상들은 4계절 내내 한복을 입었지만 오늘날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다.

   ⑴ ‘But it is uncomfortable to wear in daily life. 
/ The modernized Hanbok is far more 
comfortable to wear.’를 참조한다. 

   ⑵ ‘Our ancestors wore this in all four seasons. 
/ They wear Hanbok on holidays or special 
days.’를 참조한다. 

02 Hogmanay—New Year’s in 
Scotland  pp.58~59

스코틀랜드 인들은 섣달 그믐날을 ‘하그머네이

(Hogmanay)’라고 부른다. 섣달 그믐날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섣달 

그믐날을 축하한다. 문은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다. 크고 작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서, 자정의 종이 울릴 때 둥글게 

서로 손을 잡고 서서 ‘올드 랭 사인’을 부른다.

스코틀랜드 인들은 자정 이후 집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다가오는 해가 행운의 

해가 되려면, 이 사람은 어두운 색 머리를 가진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가정에 따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석탄 한 덩어리와 (지나간 해의 

영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겨우살이의 잔가지를 가지고 

와야 한다. 평발인 사람은 매우 불길하게 여겨진다.

어휘  Scottish [skɑ́tiʃ] 스코틀랜드의    preparation 
[prèpəréiʃən] 준비    thoroughly [θə́ːrouli] 완전히, 철저히    

prepare [pripέər] 준비하다    celebrate [séləbrèit] 

기념하다, 축하하다    alike [əláik] 둘 다, 똑같이    crowd 
[kráud] 군중    gather [ɡǽðər] 모이다    stroke [stróuk] 

치기, 때리기    in a circle 원형을 이루어    a lump of 

정답  |    01 ②    02 ④    03 지나간 해의 

영혼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01 In preparation for New Year’s ..., New 
Year’s is celebrated ... 등에서 스코틀랜드의 섣달 

그믐날 모습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02 ① 어두운 색 머리를 가진 사람 ②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 ③ 석탄 한 덩어리 ④ 평발인 사람 ⑤ 겨우살이의 

잔가지 

  ④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03 자정 이후에 집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겨우살이의 잔가지를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는?

  ‘a sprig of mistletoe (for protection from the 
spirits of the old year)’에서 알 수 있다.

한 덩어리의    warmth [wɔ́ːrmθ] 온기, 따뜻함    comfort 
[kʌ́mfərt] 편안함    flat-footed [flǽtfútid] 평발인    

consider [kənsídər] (~을 ...으로) 여기다, 생각하다

구문  1행 Scottish people call New Year’s 
“Hogmanay.”: 「주어+동사+목적어(New Year’s)+
목적보어(Hogmanay)」의 5형식 문장이며, 명사가 

목적보어로 쓰였다.

8행 The Scots believe that the first person to 

come into the house after midnight is very 
important.: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며 생략할 

수 있다. to come은 앞의 명사 the first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10행 ... this person should be a dark-haired 

man who is healthy, wealthy ...: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who 이하가 선행사 a dark-haired man
을 수식하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❶ F     ❷ T

해석 ❶ 스코틀랜드에서는 섣달 그믐날에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❷ 스코틀랜드 인들은 섣달 그믐날에 평발인 

사람이 매우 불길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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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칸 (a), (b)에 가장 알맞은 표현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그러나 - 예를 들어  

② 예를 들어 - 반대로

③ 반대로 - 그러나    

④ 그러나 - 다시 말해서

⑤ 다시 말해서 - 예를 들어

  (a) however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일 

때 사용한다. (b) for example은 뒤 문장이 앞 문장에 

대한 예시의 내용일 때 사용한다.   

02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무시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② 미술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③ 일상의 사물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그렸다.

④ 녹아내리는 시계를 만들기를 좋아했다.

⑤ 85세에 사망했다.

  ‘one of his paintings is of melting clocks’로 

보아 ④는 틀린 설명이다.

04 Funny Town Names  
in the USA   pp.62~63

와이오밍 주의 한 도시는 Ten Slee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곳 사람들은 어떤 장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여행해 가는 데 며칠 밤을 자야 하는지로 

말하곤 했던 것이다. 이 마을은 다른 세 장소로부터 열흘 

밤만큼 떨어져 있었다.

뉴저지의 Ong’s Hat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마을에 사는 제이콥 옹은 춤, 여자, 그의 

멋진 모자, 이 세 가지를 좋아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큰 

댄스 파티장에 있었다. 한 여자가 그가 그녀와 더 많이 

춤을 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거절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멋진 모자를 잡아채서 바닥에 던져 버렸다. 

그러고는 그의 모자 위에서 춤을 추었다.

미시시피의 Midnight은 어떤 카드 게임에서 이 이름을 

얻었다. 농부들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이곤 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게임을 하던 한 사람이 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땅을 걸었는데, 땅까지 

03 Salvador Dali pp.60~61

살바도르 달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자주 학교 수업을 방해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그는 

꿈속에서 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꿈과 그림은 

무시무시하고 비현실적이었다. 달리는 미술 학교에서 퇴학 

당해서 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다. 살바도르 달리는 일상의 사물들을 그렸지만 

그것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그의 그림 

중 하나는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린 것이다. 1989년 85
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에, 달리는 영화, 발레, 오페라, 

패션, 보석, 광고 일러스트 등의 분야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어휘  behavior [bihéivjər] 행동, 태도    interrupt 
[ìntərʌ́pt] 방해하다    scary [skέəri] 무서운, 무시무시한    

unreal [ʌ̀nríːəl] 비현실적인    kick out 쫓아내다    

continue [kəntínjuː] 계속하다    everyday [évridèi] 

매일의, 일상의    odd [ɑ́d] 이상한, 특이한    melt [mélt] 

녹다    at the age of ~의 나이에    create [kriéit] 

창조하다, 창작하다    jewelry [dʒúːəlri] 보석류    

advertising [ǽdvərtàiziŋ] 광고    illustration 
[ìləstréiʃən] (책·잡지 등의) 삽화, 도해

구문  2행 As he got older, he started to paint 
pictures that came from his dreams.: as는 ‘~

함에 따라’라는 뜻의 접속사이다. that은 관계대명사로, 

that이 이끄는 절이 선행사 pictures를 수식하고 있다.

7행 ... one of his paintings is of melting 
clocks.: 이 문장은 one of 복수명사의 구문으로 그의 

그림 중 하나라는 뜻이다. 주어가 단수이므로 동사도 단수형 

is가 쓰였다.

● painting, dream  
해석 달리의 무시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은 그의 꿈에 

근거한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①               0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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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해석 우리는 이 글에서 마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①    02 ⑴ F  ⑵ T  ⑶ T   03 ⑴ 

Ten Sleep  ⑵ Ong’s Hat  ⑶ Midnight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마을들이 이름을 얻게 되는 방법

②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을들

③ 미국 마을들의 역사

④ 마을들이 유명한 이유

⑤ 미국에 있는 마을들의 흔한 이름

 와이오밍의 Ten Sleep, 뉴저지의 Ong’s Hat, 
미시시피의 Midnight이 그 이름을 얻게 된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글이다.

0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에 

표시하시오.

⑴ 제이콥 옹은 그의 춤을 따서 이름이 지어진 마을이 

있었다.

⑵ 미시시피의 농부들은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 모이곤 

했다.

잃어버렸다. 이긴 사람이 시계를 보고 “자정이네. 새로 딴 

땅을 그렇게(‘Midnight’으로) 불러야겠어.”라고 말했다.  

어휘  own [óun] 자기 자신의, 고유한     far away 멀리 

떨어진     funny [fʌ́ni] 웃기는, 재미있는     village [vílidʒ] 

마을     fancy [fǽnsi] 장식이 많은, 화려한    grab [ɡrǽb] 

붙들다, 잡아채다     throw [θróu] 던지다    get 
together 모이다     bet [bét] (돈 등을) 걸다, 내기하다     

midnight [mídnàit] 자정, 한밤중

구문  1행 One town in Wyoming is called Ten 
Sleep.: 수동태 문장이다.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They 
call one town in Wyoming Ten Sleep.이 된다. 

5행 Jacob Ong, who lived in this village, liked 
three things: dancing, women, and his fancy 
hat.: 문장의 주어는 Jacob Ong이고 동사는 liked이다. 

who ... village가 주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⑶ Ten Sleep은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방식에서 이름을 얻었다.

 ⑴ Ong’s Hat은 제이콥 옹의 모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진 마을이다. ⑵ The farmers would get 
together to play cards. ⑶ They would tell how 
many nights one had to sleep on a trip there.
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3 표를 완성하시오.

 지문에 나온 각 주(州)에 있는 마을 이름을 파악하여 

표를 완성한다.  

01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02 (~을 ...으로) 여기다: consider  

a

01 함께 모인 많은 사람들

02 오래 전에 살았던 가족

03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장소

 01 crowd: 군중

 02 ancestors: 조상

 03 village: 마을

B

01 새 반 친구들은 모두 친절하고 재미있다.

02 우리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이 있다.

03 그 책은 한국 전통 요리에 관한 것이다.

04 그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다니 이상하다.

 01 funny: 웃기는, 재미있는    

 02 various: 다양한   

 03 traditional: 전통의, 전통적인    

 04 odd: 이상한, 특이한

C

a  01 celebrate 02 consider    
B  01 crowd 02 ancestor 03 village    
C   01 funny 02 various 03 traditional   

04 odd 
d   01 its 02 many 03 is cleaned
 04 what

review Test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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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ave a Good Time at the 
Camp pp.68~69

판타스틱 캠프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캠프에 오고 싶으세요?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 캠프장: 샌 해신토 산, 로스앤젤레스에서 2시간 30분 

거리

•연령: 9~17세

•비용: 4일간 150달러(마술 도구 20달러 포함) 

• 마술 활동: 물건 사라지게 하기, 물건 나타나게 하기, 

카드 묘기와 동전 묘기

•기타 활동: 소나무 숲 걷기, 밤하늘의 별 관찰하기

어휘  information [ìnfərméiʃən] 정보    through [θrú] 

~을 통하여    check out (흥미로운 것을) 살펴보다, 보다    

site [sáit] 위치, 장소    cost [kɔ́ːst] 비용    including 
[inklúːdiŋ] ~을 포함하여    equipment [ikwípmənt] 장비, 

용품    activity [æktívəti] 활동    disappear [dìsəpíər] 

사라지다    produce [prədjúːs] 생기게 하다, 만들어 내다    

trick [trík] 묘기, 요술    pine [páin] 소나무   

구문  2행  You can get all the information (that) 

you need through our website.: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된 문장이다. 관계대명사절(you need)이 

선행사 all the information을 수식하고 있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①

01 무서운, 무시무시한   02 이상한, 특이한   03 
치기, 때리기   04 기념하다, 축하하다   05 조상     

06 우아한, 품위 있는   07 다양한   08 붙들다, 

잡아채다   09 불편한   10 완전히, 철저히   11 
덩어리   12 (~을 …으로) 여기다   13 (돈 등을) 걸다, 

내기하다   14 삽화, 도해   15 모이다   16 unreal   

17 melt   18 interrupt   19 preparation   20 
modernize   21 traditional     22 value   23 
comfort   24 midnight   25 crowd   26 fancy   

27 behavior   28 village   29 funny   30 at the 

age of

Vocabulary Test p.65

❶ F     ❷ T 

해석 ❶ 판타스틱 캠프에서 동전을 수집할 수 있다. ❷ 판타스틱 

캠프에서 숲길을 걸을 수 있다.

01 모든 나라가 고유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

02 인터넷에는 다양한 사이트가 많이 있다.

03 이 방은 매일 청소된다.

04 새로 딴 땅을 그렇게 불러야겠다.

  01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its가 알맞다. 

 02 뒤에 복수 명사 sites가 있으므로 many가 알맞다.

  03 방이 누군가에 의해 ‘청소되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써야 한다.   

  04 보어절을 이끌며 ‘~하는 것’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알맞다.

d

NaTUre, 
The eNVIroNmeNT 
& The UNIVerseVIU N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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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용은 마술 도구 20달러를 포함하여 150달러라고 

했다.

02 ① 마술의  ② 신체의   ③ 야외의 

④ 동아리   ⑤ 여가의 

 물건 사라지게 하기, 물건 나타나게 하기, 카드 묘기와 

동전 묘기 등은 ‘마술’과 관계가 있다. 

02 The Three R’s Song   pp.70~71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 우리 공원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 머지않아 우리가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 산을 이루어 / 아름다운 

지구를 덮어 버리고 있어요

합창: 줄입시다, 쓰레기를 적게 버립시다 / 재사용합시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합시다 / 재활용합시다,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듭시다 /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위한 3R
이에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누구든지 / 쓰레기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서 /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또한 3R을 이용하세요

어휘  turn into ~으로 변하다     junkyard [dʒʌ́ŋkjɑ̀ːrd] 

쓰레기장, 고물 집적소     room [rúːm] (특정 목적을 위한) 

자리, 공간     trash [trǽʃ] 쓰레기     throw away 버리다     

add up to 결국 ~이 되다     blot out ~을 완전히 덮다, 

가리다     reduce [ridjúːs] 줄이다, 축소하다     rubbish 
[rʌ́biʃ] 쓰레기     reuse [rìːjúːz] 재사용하다     recycle 
[rìːsáikl] 재활용하다     stop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spread [spréd] 퍼지다, 확산되다     

wasteful [wéistfəl] 낭비하는     make use of ~을 

이용[활용]하다

구문  3행  Soon we’ll have no room to play: to 
play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의 명사 room을 

수식하고 있다.

14행  Helping us to save our world: help는 

목적보어로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다. (= 
Helping us save ...)

● three
해석 이 노래는 3R을 위한 노래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⑤    02 ①    03 a mountain 

01 (a)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것은 reduce이다. (b)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reuse이다. (c)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recycle이다.

02 ① 나는 천 가방 대신 비닐 봉투를 사용한다.

② 글을 쓸 때 종이의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한다.

③ 종이 수건 대신 천으로 된 수건을 사용한다.

④ 내 헌 옷을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는다.

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져온다.

 ① 이 노래에 맞게 하려면 ‘I use cloth bags instead 
of plastic bags.’ 라고 말해야 한다. ② reuse, ③ ⑤ 

reduce, ④ recycle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03  ‘It adds up to a mountain’에서 답을 얻는다.

03 The Sun pp.72~73

태양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항성이다. 태양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커 보인다. 하지만 중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항성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크다. 태양에서 나오는 불타오르는 

가스는 너무나 뜨거워서 9천 3백만 마일 떨어져 있는 

지구를 따뜻하게 데운다! 태양은 항상 빛을 내지만 이곳 

지구의 밤은 어둡다. 그것은 지구가 24시간마다 자전 즉, 

돌기 때문이다. 낮 동안 지구는 태양을 향하고, 그때 

우리는 빛을 본다. 밤에는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그때는 

어두운 우주를 향하게 된다.

어휘  close [klóus] (시간·공간 등이) 가까운    medium 
[míːdiəm] 중간의, 보통의    billions of 수십억의    

faraway [fɑ́ːrəwéi] 먼, 멀리의    million [míljən] 100만    

glow [ɡlóu] 빛을 내다, 빛나다    That’s because 

그것은 ~ 때문이다    rotate [róuteit] 자전하다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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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onaut, special
해석 이 글의 요지는 우주 비행사들이 그들의 생활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온갖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②    02 ⑴ the trays in one place 
⑵ carry many things ⑶ stay strong    03 
use special exercise machines for an hour 
every day

0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우주 비행사들의 일

②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방법

③ 우주 비행사들의 특별한 음식

④ 우주 비행사가 되는 방법

⑤ 우주선의 벽에 붙어 있는 특별한 침낭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Comprehension Check

정답  |            01 ③         02 ③

01 지구에 햇빛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① 보름달이 햇빛을 만들어 낸다.

② 태양 광선의 열이 햇빛을 만들어 낸다.

③ 햇빛은 지구가 태양을 향함으로써 생긴다.

④ 햇빛은 지구가 태양을 등짐으로써 생긴다.   

⑤ 햇빛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생긴다.

 During the day, the Earth faces the Sun. Then 
we see light.에서 알 수 있다.

02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은?

 ‘태양은 항상 빛을 내지만 이곳 지구의 밤은 어둡다.’

라는 뜻이 되어야 하므로 ‘(비록) ~이지만’의 뜻이 있는 

even though가 알맞다. 

[féis] 향하다    turn away 돌아서다    darkness 
[dɑ́ːrknis] 암흑, 어둠    space [spéis] 우주

구문  1행 The Sun is the closest star to Earth.: 
형용사 close의 최상급으로 ‘가장 가까운’의 뜻이다. 

5행 ... the Sun is always glowing.: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등의 빈도부사는 

be동사와 조동사 뒤에, 일반동사 앞에 위치한다.

04

공간에서 그들은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약해진다. 우주비행사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주선 내부에서 떠다니는 것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기도 한다.

어휘  weight [wéit] 무게     astronaut [ǽstrənɔ́ːt] 

우주비행사     special [spéʃəl] 특별한     instead of ~ 

대신에     ordinary [ɔ́ːrdənèri] 보통의, 평범한     sack 
[sǽk] 자루, 침낭     strap [strǽp] 끈[줄/띠]으로 묶다    

float [flóut] (공중에) 뜨다     tray [tréi] 쟁반, 쟁반 모양의 

접시     hold [hóuld] 담다, 들어가다     container 
[kəntéinər] 그릇, 용기     exercise [éksərsàiz] 운동; 

운동하다     machine [məʃíːn] 기계     have a lot of 
fun -ing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inside 
[ìnsáid] ~의 안쪽에  

구문  3행 ... astronauts sleep in special sacks 
strapped to the wall, so (that) they do not float 
around.: strapped는 과거분사로 앞의 명사 special 
sacks를 수식하고 있다. 한편, they는 앞에 나오는 

astronauts를 수식한다.

11행 ... they also have a lot of fun playing with 
things floating around inside their spaceship.: 
floating은 현재분사로 앞의 명사 things를 수식한다.  

 Astronauts in Space   pp.74~75

우주에서는 어떤 것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우주비행사들이 그곳에서 사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주비행사들은 평범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떠다니지  않기 위해 벽에 고정시킨 

특별한 침낭 안에서 잔다. 그들은 다리에 고정시킨 특별한 

쟁반에 놓인 음식을 먹는다. 이 쟁반에는 음식을 담은 

플라스틱 그릇들이 붙어 있다. 

우주비행사들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담기 

위해 큰 주머니가 많은 특별한 옷을 입는다. 그들은 매일 

한 시간씩 특별한 운동 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우주 

● Sun
해석 이 글은 지구에 가장 가까운 항성인 태양에 관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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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글의 내용에 맞게 괄호 안에서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⑴ 우주 비행사들은 쟁반이 고정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다리에 고정시킨 특별한 쟁반을 사용한다. 

⑵ 우주 비행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 

주머니가 많은 특별한 옷을 입는다.

⑶ 우주 비행사들이 매일 운동 기구를 사용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⑴ 특별한 쟁반을 사용하는 이유, ⑵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는 이유, ⑶ 매일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한다.  

03 밑줄 친 ⓐdo this가 의미하는 것은?

 ⓐdo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에서 알 수 

있다.

a  01 special 02 astronaut   
B  01 of 02 into 03 make   
C   01 float 02 glow 
 03 disappear 04 spread
d   01 laugh 02 to decorate 
 03 much 04 that

review Test p.76

01 특별한: special  

02 우주 비행사: astronaut   

a

01 나는 보통 아침으로 밥 대신 빵을 먹는다.

02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03 네가 그 상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01 instead of: ~ 대신에   

 02 turn into: ~으로 변하다  

 03 make use of: ~을 이용[활용]하다

B

01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다.

02 그의 담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냈다.

03 피아니스트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

C

01 그의 농담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든다.

02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 도와주겠니?

03 비디오폰은 일반 전화기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다.

04 그 아이는 너무 말라서 뼈까지 보이는 지경이었다.

  01 사역동사 make의 목적보어로 원형부정사 laugh가 

와야 한다.   

  02 help의 목적보어로는 원형부정사나 to부정사가 

온다.   

  03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much를 

쓴다. 

  04 「so+형용사+that+주어+동사」는 ‘너무 ~해서 …

하다’의 의미이다.

d

04 유행성 감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다.

 01 float: (공중에) 뜨다  

 02 glow: 빛을 내다, 빛나다  

 03 disappear: 사라지다  

 04 spread: 퍼지다, 확산되다

01 (시간·공간 등이) 가까운   02 특별한   03 비용   

04 사라지다   05 무게   06 빛을 내다, 빛나다   07 
향하다   08 위치, 장소   09 장비, 용품   10 쓰레기   

11 쟁반, 쟁반 모양의 접시   12 정보   13 생기게 

하다, 만들어 내다   14 결국 ~이 되다   15 ~을 이용

[활용]하다   16 faraway   17 activity   18 trick   

19 spread   20 astronaut   21 rotate   22 
billion   23 wasteful   24 darkness   25 
medium   26 float   27 ordinary   28 strap   

29 turn into   30 instead of  

Vocabulary Test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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