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it 01
Mr. Kline Really well, thanks. Lisa, this is Shawn.

Shawn is new here at our school.
Lisa

Hi, Shawn. I’m Lisa. Nice to meet you.

Shawn

Nice to meet you too Lisa.

Lisa

Where are you from?

Shawn

I’m from England.

Lisa
Mr. Kline

A

1. ⓑ

2. ⓒ

B

3–2–1–4

C

1. ⓐ

3. ⓐ

안녕하세요, Kline 선생님.
아, 안녕, Lisa. 잘 지내니?

Lisa

괜찮아요!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Mr. Kline

나도 잘 지낸단다, 고마워. Lisa, 여기는 Shawn이야.
Shawn은 우리 학교에 새로 왔단다.

2. ⓐ

Lisa

안녕, Shawn. 나는 Lisa야. 만나서 반가워.

Shawn

나도 만나서 반가워, Lisa.

Lisa

넌 어디 출신이니?

Shawn

나는 영국에서 왔어.

★ meet 만나다

1. 1) wonderful

2) not good

2. 1) Heather

2) Rick

1. ⓑ

2. 1) F 2) T

3. the United States

be from ~ 출신이다

Shawn / 영국

Angela / 브라질

Ken / 프랑스

Wes / 미국

Nadia / 중국

Dylan / 캐나다

기분이 어때? – 좋아. / 나빠.

→ Check the Scripts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China 중국

1. ⓑ

2. ⓐ

3. ⓑ

4. ⓓ

6. ⓓ

7. ⓓ

8. from England

2. France 프랑스

3. Canada 캐나다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5. ⓒ

1. This is Ben. He is from Brazil.
여기는 Ben이야. 그는 브라질 출신이야.
2. This is Sue. She is from China.
여기는 Sue야. 그녀는 중국 출신이야.
3. Hi, I’m Jack. I’m from England.
안녕, 난 Jack이야. 나는 영국 출신이야.
4. Hi, I’m Kate. I’m from the United States.
안녕, 난 Kate야. 난 미국 출신이야.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Lisa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Good afternoon, Mr. Kline.

1. G Hi, Henry. How are you?

Mr. Kline Oh, hello Lisa. How are you?
Lisa

안녕, Henry. 잘 지내니?

B Great, thanks. How about you?

I’m great! How are you doing?

2. G Nice to meet you.

좋아, 고마워. 너는?

만나서 반가워.

B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1

B1 정말? 어디서 왔대?
G

그는 미국 출신이야. 그와 만나보고 싶니?

B1 당연하지.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G

Jeremy, 잠깐만. 여기는 내 친구 Brad야.

B1 안녕, Jeremy.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 만나서 반가워.

B1

Hi, Heather. How are you today?

G

Oh, not so good. I’m really tired.

B1

I’m sorry.

G

How are you today, Ken?

B1

I’m wonderful! Heather, this is my brother Rick.

G

Hi, Rick. Nice to meet you.

B2

Hi, Heather. Nice to meet you too.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B1

Rick is the best player on our school basketball

1) Brad와 Leslie는 다른 반이다.

team.

2) Jeremy와 Brad는 처음 만난다.

B2 고마워. 그리고 나도 만나서 반가워, Brad.
★ class 반

1. Jeremy가 누구인가요?
ⓐ 새로운 선생님

ⓒ Brad의 가장 친한

3. Jeremy는 어디 출신인가요?

B1 안녕, Heather. 기분이 어떠니?
G

ⓑ 새로운 학생

친구

Great! I hope our team wins!

G

welcome 환영하다

→ 그는 ____________________ 출신입니다.

아, 그다지 좋지 않아. 너무 피곤해.

B1 유감이구나.
G

넌 어떠니, Ken?

B1 난 잘 지내! Heather, 여기는 우리 형인 Rick이야.
G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안녕, Rick. 만나서 반가워.

B2 안녕, Heather. 나도 만나서 반가워.

Hi, everyone! Let me tell you about my school. My

B1 Rick은 우리 학교 농구 팀 최고의 선수야.
G

favorite teacher is Mr. Wood. He teaches math, and

멋지구나! 나는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

★ tired 피곤한

best 최고의

he is very smart. He’s from Canada. My friends

win 이기다

com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Cindy is from

1. 그들은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올바른 정보에 체크하세요.

England.

Sometimes

she

helps

me

with

my

homework. Ryan is from France. He is really good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알맞은 이름을 쓰세요.

at sports like basketball and soccer. I’m from China,
and my hometown is Beijing. I’m really happy here
with my teachers and friends.
안녕, 여러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하는 선생님은 Wood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수학을 가르치시
고 매우 똑똑하세요. 그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제 친구는 다양

G

Hi, Brad. How are you?

B1

Oh, just fine. Hey, Leslie, who is that boy?

G

Oh, that’s Jeremy. He’s new in our class.

구 같은 운동 경기를 정말 잘해요. 저는 중국 출신이고, 고향은

B1

Really? Where is he from?

베이징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어

G

He’s from the United States. Do you want to

한 나라 출신입니다. Cindy는 영국 출신입니다. 그녀는 가끔씩
제 숙제를 도와줘요. Ryan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는 야구와 축

정말 행복해요.
★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meet him?
B1

Sure.

G

Excuse me, Jeremy? This is my friend Brad.

B1

Hi, Jeremy. Welcome to our class. Nice to meet

come from ~ 출신이다

smart 똑똑한
different 다른

Canada 캐나다
country 나라

you.
B2
G

Thank you. And it’s nice to meet you too Brad.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훌륭한 / 좋은 / 그저 그런 / 나쁜

안녕, Brad. 잘 지내니?

2. 뉴욕 / 베이징 / 런던 / 파리

B1 아, 괜찮아. 있잖아, Leslie, 저 남자애는 누구야?
G

아, 걘 Jeremy야. 우리 반에 새로 온 전학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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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녀는 오늘 기분이 __________________.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 She is from Beijing.

ⓐ 그저 그렇다

ⓑ 나쁘다

ⓒ 좋다

ⓓ 행복하지 않다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 She is from New York.

6.

ⓒ She is from Paris.

Hello. My name is Brandon Atkins. I’m 11 years

ⓓ She is from London.

old. I have a brother. His name is Dan. He’s 10

ⓐ 그녀는 베이징 출신이다.

years old, and he likes pizza. We are from Canada.

ⓑ 그녀는 뉴욕 출신이다.

We both like sports very much.

ⓒ 그녀는 파리 출신이다.

안녕. 내 이름은 Brandon Atkins이야. 난 11살이야. 나는 남동생

ⓓ 그녀는 런던 출신이다.

이 한 명 있어. 그의 이름은 Dan이야. 그는 10살이고, 피자를 좋
아해. 우리는 캐나다 출신이야. 우리 둘 다 운동을 아주 좋아해.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2.

Q. Brandon의 남동생의 성과 이름은 무엇인가요?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출신이니?
ⓐ 나는 브라질 출신이야.

ⓐ Dew Adams

ⓑ Few Napkins

ⓒ True Akins

ⓓ Dan Atkins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그녀는 미국 출신이야.
ⓒ 그녀는 영국 출신이야.

G Hi, Jesse!

ⓓ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중국 사람이야.

B

Oh, hello, Liz. This is Miss Simpson. She is our
new art teacher.

3.

G Hi, Miss Simpson. It is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W Well, it’s nice to meet you too Liz.

오늘 기분이 어떠니?

G Where are you from, Miss Simpson?

ⓐ 나도 만나서 반가워.

W I’m from England. How about you?

ⓑ 난 잘 지내, 고마워.

G I’m from the United States.

ⓒ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고마워.

W Great. Okay, let’s start class everybody!

ⓓ 너는?

G 안녕, Jesse!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아, 안녕, Liz. 이 분은 Simpson 선생님이셔. 우리 새 미술
선생님이시지.

4.

G 안녕하세요, Simpson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This is my classmate Anna. She is from France. She

W 음, 나도 만나서 반갑구나, Liz.

really likes shopping!

G 어디 출신이세요, Simpson 선생님?
W 나는 영국에서 왔단다. 너는 어디 출신이니?

여기는 내 반 친구 Anna야. 그녀는 프랑스 출신이야. 그녀는 쇼

G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핑하는 걸 정말 좋아해!

W 멋지구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합시다!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5.
B

7.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Hi, Jennifer. How are you today?

8. Simpson 선생님은 어디 출신인가요?

G I’m great! It is my birthday today!
B

→ 그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신입니다.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G Thank you, Sam!
B 안녕, Jennifer. 오늘 기분이 어떠니?
G 좋아! 오늘 내 생일이거든.
B 멋지구나! 축하해!
G 고마워,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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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2

Shawn Lisa, 넌 몇 살이니?
Lisa

나는 11살이야. 너는?

Shawn 음, 나는 9살… 아니, 지금은 10살이야!
Lisa

아, 알겠어.

Shawn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Lisa

여섯 명이 있어.

Shawn 넌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Lisa

응. 나는 남자 형제 한 명과 여자 형제 두 명이 있어.

Shawn 정말? 나도 남자 형제가 한 명 있는데!
★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

A

1. ⓐ

2. ⓒ

B

1–3–4–2

C 1. ⓐ

3. ⓑ

family 가족

엄마 / 나이: 30

아빠 / 나이: 35

남자 형제 / 나이 11

할아버지 / 나이: 63

할머니 / 나이: 58

여자 형제 / 나이: 12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2. ⓐ

– 응, 남자 형제 한 명이 있어. /
아니,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아무도 없어.

1. 1) 4

1. ⓒ

2) 5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2. 1) 45 2) 44

2. 1) F 2) F

1. 30 years old

30살

2. 12 years old

12살

3. 63 years old

63살

3. 13, 11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I’m Will. I have one brother and one sister.
난 Will이야. 나는 형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어.

→ Check the Scripts

2. I’m Jasmine. I have 2 brothers.
난 Jasmine이야. 난 오빠 두 명이 있어.
3. I’m Stefan.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난 Stefan이야. 나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아무도 없어.

1. ⓓ

2. ⓑ

3. ⓒ

4. ⓒ

5. ⓒ

6. ⓐ

7. ⓐ

8. 3 sisters

4. I’m Rene. There are 4 people in my family.
난 Rene야. 우리 가족은 네 명이야.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G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B There are 5 people in my family.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2. G How old are you?
Shawn

Lisa, how old are you?

Lisa

I’m 11 years old. How about you?

Shawn

Um, I’m 9… no, I’m 10 now!

Lisa
Shawn
Lisa

B I am 11 years old.

우리 가족은 5명이야.

넌 몇 살이니?
난 11살이야.

Oh, I see.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re are six.

Shawn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Lisa

Yes. I have one brother and two sisters.

Shawn

Really! I have one brother too!

G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Edgar?
B Well… father, mother, sister, me… 4!
4

1. Hanna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G How old is your dad?
B He’s 45. How about yours?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G My dad is 44.

1) 소녀는 여자 형제가 2명이다.

B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Amy?

2) 소년은 11살이다.

G Five with my grandmother.

3. Hanna의 남자 형제는 몇 살인가요?

B How old is she?

→ 그들은 ________________살과 __________________살입니다.

G Um, she’s 72.
G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Edgar?
B 음… 아빠, 엄마, 누나, 나… 4명이네!
G 너희 아빠는 몇 살이시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B 45세셔. 너희 아빠는?
G 우리 아빠는 44세이셔.
B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Amy?

My name is Joshua, and I’m 11 years old. There are

G 할머니까지 해서 5명.

five people in my family. My parents are the same

B 할머니는 몇 살이신데?

age. They are both 45 years old. My father is very

G 음, 72세이셔.

busy. Mom always cooks my favorite meal. I also

★ yours 네 것

have one brother and one sister. My brother is 20
years old and my sister is 15 years old. I’m the baby

1. 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체크하세요. 가족이 몇 명인가요?

of the family! My brother and sister always play
with me. It’s really fun!

2. 다시 한번 듣고, 올바른 숫자를 쓰시오. 그들은 몇 살인가요?

★ parent 부모님 (중 한 분)

same 같은

age 나이

busy 바쁜

meal 식사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B

Hey, Hanna,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증조할머니 / 나이: 88

family?
G There are 5.
B

Do you have any brothers?

할머니 / 나이: 59

아빠 / 나이: 42

엄마 / 나이: 37

삼촌 / 나이: 27

사촌 / 나이: 18

할아버지 / 나이: 62

숙모 / 나이: 41

G Yes. I have 2 brothers.
B

How old are they?

G One brother is 13, and one brother is 11. How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about you?
B

ⓐ She has 1 brother.

I only have one sister. She’s 11 too.

G Do you want to have a brother?

ⓑ She has 3 sisters.

B

ⓒ She has 1 sister.

No, I’m happy with my sister!

ⓓ She has 2 brothers.

B 야, Hanna,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G 5명이야.

ⓐ 그녀는 남자 형제가 한 명이다.

B 넌 남자 형제가 있니?

ⓑ 그녀는 여자 형제가 3명 있다.

G 응. 남자 형제가 두 명이야.

ⓒ 그녀는 여자 형제가 한 명이다.

B 그들은 몇 살이니?

ⓓ 그녀는 남자 형제가 두 명이다.

G 한 명은 13살이고, 한 명은 11살이야. 너네는?
B 난 여자 형제 한 명만 있어. 그녀도 11살이야.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G 넌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니?

2.

B 아니, 나는 여자 형제 한 명으로 만족해.
★ only 오직

want to ~을 원하다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happy with ~이 만족스러운

5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응, 그래.

M Sofia,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 응, 나는 여자 형제가 두 명 있어.
ⓒ 우리 형은 15살이야.

G I have a big family! 3 sisters and 2 brothers!

ⓓ 아니, 없어.

M Wow. That is big.
G How about you, Mr. Jordan?

3.

M Well, my wife and I have one son.
G I see. How old is he?

How old is your great grandfather?
너희 증조할아버지는 몇 살이시니?

M

He’s 3.

ⓐ 그녀는 72세이셔.

ⓑ 그는 11살이야.

G My little brother is 3, too!

ⓒ 그는 88세이셔.

ⓓ 나는 68살이야.

M Sofia, 넌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G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여자 형제가 3명이고 남자 형제가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2명 있어요!

4.

M 와. 정말 대가족이구나.
G Jordan 선생님은요?

I have a big family. My grandmother, Dad and

M 음, 내 아내와 아들 한 명이 있단다.

Mom, one uncle, one brother and a baby sister.

G 그렇군요. 아들은 몇 살인가요?

There are 7 people in my family!

M 3살이야.
G 제 남동생도 3살이에요!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야. 우리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한 명,
오빠 한 명, 어린 여동생 한 명이 있어. 우리 가족은 7명이야.

★ big family 대가족

D 잘 듣고, 다음에 올 말을 고르세요.

wife 아내

son 아들

7. Jordan 선생님의 가족(사진)은 어떤 것인가요?

5.
G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B

There are 4.

G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B

I have 1 brother.

G

How old is he?

8. Sofia는 여자 형제가 몇 명인가요?
→ Sofia는 _______________________명의 여자 형제를 가지고 있
습니다.

G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B 4명이야.
G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B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어.
G 몇 살이야?
ⓐ 나는 16살이야.

ⓑ 그녀는 15살이야.

ⓒ 그는 11살이야.

ⓓ 5명이야.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I’m 12 years old. I don’t have any brothers, but I
have 1 sister. Her name is Eva. She is 17. She is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very kind but we have
fights sometimes.
나는 12살이야. 나는 남자 형제는 없지만 여자 형제는 한 명
있어. 그녀의 이름은 Eva야. 그녀는 17살이야. 그녀는
고등학생이야. 그녀는 아주 친절하지만 우리는 가끔 싸울 때도
있어.

Q. 말하는 사람은 남자 형제가 몇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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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Shawn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Sandra

Yeah, I think science is really fun!

Shawn

Are you good at science?

Sandra

Yes, I am!

Sandra 좋은 아침이야, Shawn.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Shawn 아니, Sandra. 오늘은 화요일이야.
Sandra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우리 오늘 수학 수업이 있던가?
Shawn 아니. 우리는 오늘 수학 수업이 없어. 수학 수업은
내일이야.
Sandra 아, 알겠어. Shawn, 너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니?
Shaw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Sandra 맞아, 나는 과학이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
Shawn 넌 과학을 잘하니?

A

1. ⓑ

2. ⓒ

B

2–1–4–3

C

1. ⓐ

3. ⓐ

Sandra 응, 그래!
★ subject 과목

2. ⓑ

수학

fun 재미있는

과학

미술

be good at ~을 잘하다

영어

음악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1. 1) math

2) science

2. 1) math

2) science

– 월요일이야. / 일요일이야.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

2. 1) T

2) T

3. Wednesday

1. English
2. math
3. science

→ Check the Scripts

영어
수학
과학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Today is Wednesday.
2. Today is Saturday.

1. ⓓ

2. ⓒ

3. ⓒ

4. ⓒ

5. ⓐ

6. ⓒ

7. ⓑ

8. math

3. Today is Monday.
4. Today is Tuesday.

오늘은 수요일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오늘은 화요일이다.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G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야.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Sandra

2. G Are you good at science?
B No, I’m not.

Good morning, Shawn. What day is it today?

너는 과학을 잘하니?

아니, 그렇지 않아.

Wednesday?
Shawn

No, Sandra. Today is Tuesday.

Sandra

Oh, yeah, you’re right. Do we have math today?

Shawn

No. We don’t have math today. Math class is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omorrow.
Sandra

Oh, okay.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h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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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Rachel?

G

My favorite subject is math. How about you, Hunter?

ⓐ 수학

ⓑ 영어

ⓒ 과학

B

I like science. It’s my favorite.

G

Do we have science today?

2. 다시 한 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B

No, we don’t. Science is on Friday.

1) 소녀는 영어를 잘한다.

G

Really, then, what day is it today?

2) 소년은 시험에 대해 알지 못한다.

B

You don’t know! Today is Tuesday!

G

Oh, so, we have math today, right?

B

Right, Rachel.

3. 영어 시험은 어느 요일에 있나요?
→ 영어 시험은 ______________________에 있습니다.

B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Rachel?
G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너는 어때, Hunter?
B 나는 과학을 좋아해.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G 우리 오늘 과학 수업이 있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B 아니, 없어. 과학 수업은 금요일에 있어.
G 정말? 그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Hi, everybody! My name is Jack, and I’m a student

B 무슨 요일인지 몰라?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at Starlight Elementary School. Today is Tuesday.

G 아, 그래서 우리 오늘 수학 수업이 없다는 말이지, 그렇지?

Math class is on Tuesday, so I’m very happy. I’m

B 맞아, Rachel.

really good at math! Tomorrow is Wednesday. On
Wednesday we have science class. Science is my

1.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정답에 체
크하세요.

favorite subject. My best friend Brian doesn’t like
science, but he’s really good at English. This Friday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알맞은 과목을 쓰세요.

we have an English test. I have to study really hard!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Jack이고, Starlight 초등학교 학생이야.
오늘은 화요일이야. 수학 수업이 화요일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
해. 나는 정말 수학을 잘하거든! 내일은 수요일이야. 수요일에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우리는 과학 수업이 있지. 과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인 Brian은 과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어는

G

Hey, Trevor, are you good at English?

B

No, not really. Are you, Megan?

말 열심히 공부해야 해!

G

Yes, it is my favorite subject!

★ study 공부하다

B

Really? My favorite subject is math.

G

So, are you ready for today’s test?

B

What test? Do we have a test today?

G

Yes! Today we have an English test!

B

What day is it today?

G

It’s Wednesday!

B

Oh, no!

정말 잘해.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는 영어 시험이 있어. 나는 정

hard 열심히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사회 / 역사 / 체육 / 프랑스 어
2.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G 야, Trevor, 너 영어 잘하니?
B 아니, 그다지. 너는 잘하니, Megan?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G 응, 영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

1.

B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G 그래서, 너 오늘 시험 준비는 했어?

ⓐ Her favorite subject is math.

B 무슨 시험? 우리 오늘 시험이 있어?

ⓑ Her favorite subject is art.

G 그럼! 오늘 영어 시험이 있잖아!

ⓒ Her favorite subject is English.

B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 Her favorite subject is science.

G 수요일이야!
B 아, 안 돼!

ⓐ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다.

★ ready 준비가 된

ⓒ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이다.
ⓓ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

1. 소년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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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Q. Allie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2.

ⓐ Williams 선생님

Are you good at math?

ⓑ 11살

ⓒ 미술

ⓓ 초등학교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너는 수학을 잘하니?
ⓐ 응, 그래.
ⓑ 나는 과학을 좋아해.
ⓒ 응, 잘해.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영어야.
3.

Do we have P.E. today?
우리 오늘 체육 수업이 있니?
ⓐ 응, 그래.

G

Hi, Danny!

B

Oh, hi, Amanda. Hey, do we have history today?

G

I don’t think so. What day is it today?

B

It’s Wednesday… wait, no, it’s Tuesday!

G

Then, we have math today.

B

Alright! Yea!

G

Wow. Are you good at math?

B

Yes! It’s my favorite subject!

G 안녕, Danny!

ⓑ 과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B 아, 안녕, Amanda. 있잖아, 우리 오늘 역사 수업이 있던가?

ⓒ 아니, 체육 수업은 금요일에 있어.

G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 응, 나는 과학을 잘해.

B 수요일이잖아… 잠깐, 아니다, 화요일이구나!
G 그러면 오늘은 수학 수업이 있네.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맞아! 그래.

4.

G 와, 너 수학을 잘하니?
B 응! 수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

This is my best friend Susan. She sits next to
me in class. She is really good at math.

7. 대화를 나누는 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얘는 내 가장 친한 친구 Susan이야. 그녀는 수업 시간에 내 옆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에 앉아. 그녀는 정말 수학을 잘해.
8. 소년이 잘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 그는 ________________________을 잘합니다.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5.

G Do you have English today?
B I don’t know. What day is it today?
G It’s Friday.
B Then, no. I have English on Monday.
G 너 오늘 영어 수업이 있니?
B 모르겠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G 금요일이야.
B 그러면, 없어. 월요일엔 영어 수업이 있어.
Q. 소년은 ________________에 영어 수업이 있다.
ⓐ 월요일

ⓑ 화요일

ⓒ 목요일

ⓓ 금요일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My name is Allie, and I’m 11 years old. I’m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My favorite teacher is
Mr. Williams. And my favorite subject is art.
내 이름은 Allie고 11살이야. 나는 초등학생이야.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선생님은 Williams 선생님이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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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1

ⓑ He has three sisters.
ⓒ He has two sisters.
ⓓ He has one brother.

A

1. Monday / Tuesday

ⓐ 그는 남자 형제가 2명 있어.

2. aunt / uncle

ⓑ 그는 여자 형제가 3명 있어.
ⓒ 그는 여자 형제가 2명 있어.

3. history / art

ⓓ 그는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어.

4. China / France
5. so-so / bad

3.

B

1. ⓕ 2. ⓓ

3. ⓐ

C

1. ⓒ 2. ⓒ

3. ⓑ

D 1. ⓒ

2. ⓒ

E

1. ⓐ

2. ⓑ

F

1. ⓓ

2. ⓓ 3. ⓐ

G 1. ⓐ

2. ⓒ 3. ⓒ

4. ⓑ

3. ⓐ 4. ⓑ

5. ⓔ 6. ⓒ

ⓐ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 My favorite subject is math.

5. ⓓ

ⓒ My favorite subject is art.
ⓓ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야.

H →Check the Scripts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야.

D 잘 듣고, 가장 어울리는 응답을 고르세요.
1.

A 잘 듣고, 들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B

1. Monday 월요일 / Tuesday 화요일

Hi, Jennifer! How are you today?

2. aunt 숙모 / uncle 삼촌

ⓐ It’s sunny and cool.

3. history 역사 / art 미술

ⓑ How about you?

4. China 중국 / France 프랑스

ⓒ Not so good. I’m tired.

5. so-so 그저 그런 / bad 나쁜

ⓓ Thank you.

B 잘 듣고, 알맞은 그림에 ⓐ부터 ⓕ까지 쓰세요.

B 안녕, Jennifer! 오늘 기분이 어때?

ⓐ science 과학
ⓑ grandmother 할머니

ⓐ 화창하고 시원해.

ⓒ Paris 파리

ⓑ 너는 어때?

ⓓ Wednesday 수요일

ⓒ 그리 좋지 않아. 난 피곤해.

ⓔ England 영어

ⓓ 고마워.

ⓕ P.E. 체육
2.

C 잘 듣고,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B

1.

Where is your friend Susan from, Angela?

ⓐ I’m from New York. It’s a nice place.

ⓐ She’s from London.

ⓑ This is my friend Susan.

ⓑ She’s from Tokyo.

ⓒ She’s from Brazil.

ⓒ She’s from Toronto.

ⓓ Susan has a brother.

ⓓ She’s from New York.

B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Susan은 어디 출신이니, Angela?

ⓐ 그녀는 런던 출신이야.
ⓑ 그녀는 도쿄 출신이야.

ⓐ 난 뉴욕 출신이야. 거긴 멋진 곳이지.

ⓒ 그녀는 토론토 출신이야.

ⓑ 여기는 내 친구 Susan이야.

ⓓ 그녀는 뉴욕 출신이야.

ⓒ 그녀는 브라질 출신이야.
ⓓ Susan은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어.

2.

ⓐ He has two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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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디 보자… 5명이야.

3.
G

G 와! 우린 4명이야. 너는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How old are you, Adrian?

B 응! 나는 여자 형제가 두 명 있어. 너는?
G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

ⓐ Me? I’m 22. How about you?
ⓑ He is 27 years old.

Q. 소년의 가족 사진은 어떤 것인가요?

ⓒ Yes, he is old.
ⓓ I’m Adrian. Nice to meet you.

2.

G 넌 몇 살이니, Adrian?
ⓐ 나? 난 22살이야. 너는?
ⓑ 그는 27살이야.
ⓒ 맞아, 그는 나이가 많아.
ⓓ 난 Adrian이야. 만나서 반가워.

4.
B

B

Hi, Wendy. I’m Henry. It’s nice to meet you.

G

It’s nice to meet you too, Henry.

B

Where are you from?

G

I’m from New York. How about you?

B

I’m from Toronto.

G

Wow. It’s beautiful there, isn’t it?

B 안녕, Wendy. 난 Henry야. 만나서 반가워.

Do we have English today?

G 나도 만나서 반가워, Henry.

ⓐ It’s Wednesday today.

B 너는 어디 출신이니?

ⓑ No, we have English on Wednesday.

G 나는 뉴욕 출신이야. 너는?

ⓒ They don’t have English class.

B 나는 토론토 출신이야.
G 와. 거긴 정말 아름답지, 그렇지 않니?

ⓓ Oh, it’s my favorite.
B 우리 오늘 영어 수업이 있니?

Q. 대화에 알맞은 사진은?

ⓐ 오늘은 수요일이야.
ⓑ 아니, 수요일에는 영어 수업이 있어.

F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 그들은 영어 수업이 없어.

1.

ⓓ 아,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5.
G

Are you good at science, Phillip?

G

Hi, Seth. How are you?

B

Great! How about you, Maria?

G

I’m fine, thanks. Hey, Seth. Do we have science
today?

ⓐ He’s okay.

B

ⓑ Yes, she is very good at it.

No. Today is Thursday. We have science
tomorrow.

ⓒ P.E. is my favorite subject.

G

ⓓ No, I’m not.

Okay. Thanks.

G 안녕, Seth. 기분이 어떠니?

G 너 과학 좋아하니, Phillip?

B 좋아, 너는 어때, Maria?

ⓐ 그는 괜찮아.

B 아니. 오늘은 목요일이야. 우린 내일 과학 수업이 있어.

ⓑ 응, 그녀는 그걸 잘해.

G 알겠어. 고마워.

G 괜찮아, 고마워. 아, Seth. 오늘 우리 과학이 있던가?

ⓒ 체육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 아니, 못해.

Q. Maria와 Seth의 과학 수업은 언제인가요?
ⓐ 어제

E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1.

ⓑ 화요일

ⓒ 오늘

ⓓ 금요일

2.
G

Eddie?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B

Let’s see… Five!

G

Wow! I have four. Do you have brothers or sisters?

B

Yes! I have two sisters. How about you?

G

I have a little brother.

My name is Ashley. Let me introduce my family to
you. There are six people in my family. My mom is
42 years old and so is my dad. My brother Brent
is 19. My sister Miranda is 17, and my little sister
Sam is 7. Oh, by the way, I’m 13.

G Eddie?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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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Ashley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 Christopher는 어디 출신인가요?

가족은

ⓐ 프랑스

6명입니다.

우리

엄마는

42세이시고

아빠도

ⓑ 뉴욕

ⓒ 영국

ⓓ 토론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빠인 Brent는 19살입니다. 우리 언니인
Miranda는 17살이고, 여동생 Sam은 7살입니다. 아, 참, 저는

2.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살입니다.
3. Tina와 Christopher에 대해 일치하는 것은?
Q. Ashley의 오빠는 몇 살인가요?

ⓐ 그들은 동갑이다.
ⓑ 그들은 둘 다 캐나다 출신이다.
ⓒ 그들은 각각 여자 형제가 한 명씩 있다.

3.

ⓓ 그들은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I’m very busy on Monday and Tuesday at school.
On Monday, I have math and science class. I’m

H 다시 한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상자 속의 단어를

not very good at math. But I’m pretty good at

사용하세요.

science. On Tuesday, I have P.E., art, and English
class. Art is my favorite subject. So, I like Tuesdays
the most!
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학교에서 아주 바쁘다. 월요일에 나는
수학과 과학 수업이 있다. 나는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학은 아주 잘한다. 화요일에는 체육, 미술, 그리고 영어 수업이
있다.

미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나는

화요일을 가장 좋아한다!
Q.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 미술

ⓑ 과학

ⓒ 수학

ⓓ 영어

G 잘 듣고,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답하세요.
G

Hi, I’m Tina. It’s nice to meet you!

B

Hi, Tina. I’m Christopher. It’s nice to meet you,
too!

G

Where are you from, Christopher?

B

I’m from France.

G

Really? Wow. Then,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B

I have one sister.

G

Me too! How old is your sister?

B

She’s 21. How old are you, Tina?

G

Actually, today is my birthday! I’m 14!

B

Wow! Happy birthday, Tina!

G 안녕, 난 Tina야. 만나서 반가워!
B 안녕, Tina. 난 Christopher야. 나도 만나서 반가워!
G 넌 어디 출신이니, Christopher?
B 난 프랑스에서 왔어.
G 정말? 와. 그러면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B 누나가 한 명 있어.
G 나도야! 너희 누나는 몇 살이니?
B 21살이야. Tina, 넌 몇 살이니?
G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난 14살이야.
B 와! 생일 축하해,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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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television.
Lisa

It’s mine! Thanks a lot!

Kevin

Sure. No problem!

Lisa

Kevin, 내 지갑 어디 있어?

Kevin 음…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Lisa

아니, 거기 없어.

Kevin 글쎄, 테이블 아래에 있나?
Lisa

한번 보자. 아니, 테이블 아래에도 없어.

Kevin 그럼 이 지갑은 누구꺼지? TV 옆에 있어.
Lisa

내꺼다! 정말 고마워.

Kevin 그래, 천만에!
★ wallet 지갑

A 1. ⓒ

2. ⓑ

mine 나의 것

3. ⓐ

B 2–3–4–1
C 1. ⓐ

whose 누구의

2. ⓑ

지갑

손목 시계

휴대 전화

사전

카메라

열쇠

그거 어디에 있니?
– 그건 책 위에 있어. / 그건 담요 아래에 있어.

1. 1) on the table

2) under the sofa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2. watch, dictionary

1. dictionary
2. cell phone
3. watch

1. ⓑ

2. 1) T

2) T

3. cell phone

사전
휴대 전화

손목 시계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The wallet is under the table.
2. The wallet is on the table.
3. The wallet is in the box.

→ Check the Scripts

지갑은 테이블 아래에 있다.

지갑은 테이블 위에 있다.
지갑은 상자 안에 있다.

4. The wallet is next to the TV.

지갑은 TV 옆에 있다.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

2. ⓐ

3. ⓑ

4. ⓒ

5. ⓐ

6. ⓐ

7. ⓒ

8. his bag

1. G I cannot find my cell phone!
나는 내 휴대 전화를 못 찾겠어!
B I see it. It’s on the bed!
내가 그거 봤어. 그건 침대 위에 있어.
2. G Where is my dog?

내 개는 어디에 있니?

B He’s under the sofa. 그건 소파 아래에 있어.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Lisa

Kevin, where is my wallet?

Kevin

Hmm… I think it’s on the bed.

Lisa

No, it isn’t there.

Kevin

Well, is it under the table?

G

Oh, no! I cannot find my camera!

Lisa

Let’s see. No, it’s not under the table either.

B

Your camera? I think it is in the box over there.

Kevin

Then, whose wallet is this? It’s next to the

G

No, it isn’t! I only see a watch and a dictionary in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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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p 전등

check 확인하다

pillow 베개

B

Okay, okay. Is it on the table?

G

My keys are on the table, not my camera. What

1. 소년의 휴대 전화는 어디에 있나요?

can I do now? I need it right now.

ⓐ 베개 밑에

Don’t worry! Here, under the sofa. Is this your

ⓑ 가방 안에

B

ⓒ 침대 위에

camera?
G

Yes, it is! Thank you so much!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B

Sure, no problem.

1) 소녀의 지갑은 베개 아래에 있다.
2) 전등 옆에 가방이 하나 있다.

G 아, 안 돼! 내 카메라를 못 찾겠어!
B 네 카메라? 저쪽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3. 가방 안에 무엇이 있나요?

G 아니야, 없어. 상자 속에서는 손목 시계랑 사전만 있어.

→ 소년의 _________________________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B 알았어, 알았어. 테이블 위에 있나?
G 내 열쇠들이 테이블 위에 있고, 카메라는 없어. 이제 어쩌지?
난 그게 당장 필요해.
B 걱정하지마! 여기, 소파 아래에. 이거 네 카메라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그래, 맞아! 정말 고마워!
B 그래, 천만에.

There

★ right now 지금 당장

are

many

things

in

my

wonderful

bedroom. There is a bookcase next to the bed. I
have a lot of books in my bookcase. My clothes

1. 그 물건들은 어디에 있나요? 올바른 정답에 체크하세요.

are in the closet. There are some board games in
2. 다시 한번 듣고, 동그라미 하세요. 무엇이 상자 안에 들어 있나요?

the closet too. One last thing in my room is my
aquarium. It is under the window. There are two
goldfish in my aquarium. They are really cute!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내 멋진 침실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침대 옆에는 책장이 있어.
내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 내 옷들은 옷장에 있어. 옷장 속

B

Hey, Bianca. Is this your cell phone on the bed?

에는 보드 게임들도 좀 있어. 내 방에 있는 마지막 하나는 내

G

Yes, that’s mine.

수조야. 그건 창문 아래에 있어. 내 수조에는 금붕어 두 마리가

B

Ugh, well, I can’t find mine anywhere!

G

Is it next to the lamp?

B

No, there’s only a bag next to the lamp.

G

Then check the bag!

B

Oh, yes, it is in the bag! Thank you, Bianca!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G

You’re welcome. Uh-oh…

1. 신발 / 안경 / 가위 / 장갑

B

What’s the matter?

G

Now... where’s my wallet!

B

Here it is! Under the pillow.

있어. 걔들은 정말 귀여워!
★ bookcase 책장

closet 옷장

aquarium 수조

goldfish 금붕어

2. 꽃병 옆에 / 꽃병 앞에 / 꽃병 뒤에 / 꽃병들 사이에

B 저기, Bianca. 침대 위에 있는 이거 네 휴대 전화니?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G 응, 그거 내 꺼야.

1.

B 어, 음, 내 휴대 전화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

ⓐ A cat is next to the table.

G 등 옆에 있나?

ⓑ A cat is on the vase.

B 아니, 등 옆에는 가방 하나만 있는걸.
G 그러면 그 가방을 확인해봐!

ⓒ A cat is next to the vase.

B 오, 그래, 가방 안에 있다! 고마워, Bianca!

ⓓ A cat is under the table.

G 천만에. 어어…

ⓐ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옆에 있다.

B 무슨 일이야?

ⓑ 고양이 한 마리가 꽃병 위에 있다.

G 이제… 내 지갑이 어디 있지?

ⓒ 고양이 한 마리가 꽃병 옆에 있다.

B 여기 있네! 베개 밑에.

ⓓ 고양이 한 마리가 테이블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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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내 방에 TV가 하나 있어. 그건 내 침대와 책상 사이에 있어. TV

2.

위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어. 그리고 창문 위에는 꽃이 좀 있
어.

Where is my cell phone?

Q. TV는 어디에 있나요?

내 휴대 전화는 어디에 있니?
ⓐ 그건 의자 아래에 있어.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그것들은 저기에 있어.
ⓒ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야.

B

Where is my science book, Mom?

ⓓ 응, 그래.

W

Isn’t it on your desk?

B

No!

W

What is this on the bed?

B

No, that’s my math book. Oh, no. I cannot find

3.

Whose shoes are these?

my science book!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니?
ⓐ 응, 그건 내 꺼야.

W

ⓑ 그것들은 내 꺼야.

Don’t worry. What about this one in your bag?
Is this it?

ⓒ 나는 그걸 못 찾겠어.
ⓓ 아니, 그건 내 것이 아니야.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4.

B

No, Mom. That’s my social studies book!

W

Hmm…

B

Wait, it’s at school! Sorry, Mom!

B 제 과학책이 어디 있어요, 엄마?

There is a book on my desk. And under my desk

W 네 책상 위에 없니?

is my bag. My cat is in my closet.

B

내 책상에는 책이 하나 있다. 그리고 책상 밑에 내 가방이 있다.

B

내 고양이는 옷장 안에 있다.

W 걱정하지 마. 네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이건 어때? 이게
그거야?

5.

B

Where is my dictionary?

B

Is this yours?

G

No, that’s Holly’s.

B

Then whose is this?

G

Oh, that’s mine! Thank you!

아니요, 그건 제 수학 책이에요. 아, 안 돼. 전 제 과학 책을
못 찾겠어요!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G

없어요!

W 침대 위에 있는 이건 뭐니?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제 사회 책이에요.

W 음…
B

잠깐만요, 그게 학교에 있네요! 죄송해요, 엄마.

7. 소년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 수학 책

ⓑ 사회 책

ⓒ 과학 책

ⓓ 가방

8. 소년의 사회 책은 어디에 있나요?

G 내 사전이 어디 있지?

→ 그의 사회 책은 ________________________에 있어요.

B 이게 네 것이니?
G 아니, 그건 Holly의 것이야.
B 그러면 이건 누구 거니?
G 아, 그게 내 꺼야! 고마워!
ⓐ 천만에.
ⓑ 그거 어디에 있니?
ⓒ 그래. 그건 테이블 위에 있구나. 고마워.
ⓓ 나도 마찬가지야.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I have a television in my room. It’s between my
bed and desk. On top of the television is our
family picture. Also, there are some flowers in
front of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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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I like summer the best. I like warm, sunny

Ben

weather.
Sandra
Ben

Yeah, summer is nice too!

Sandra, 거기 날씨는 어때?

Sandra 춥고 흐려. 아,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네. 정말 좋아!
Ben

너는 겨울을 왜 그렇게 좋아하니?

Sandra 눈사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야!
Ben

그렇구나.

Sandra 넌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Ben?
Ben

나는 여름이 제일 좋아. 나는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좋아.
Sandra 그래, 여름도 좋지!
★ weather 날씨

A

1. ⓑ

2. ⓐ

B

2–4–1–3

C

1. ⓐ

snowman 눈사람

3. ⓒ

2. ⓑ

봄 / 따뜻한 / 바람이 부는

여름 / 더운 / 화창한

가을 / 시원한 / 흐린 / 비가 오는

겨울 / 추운 / 눈이 오는

날씨가 어떠니?
– 덥고 화창해. / 춥고 바람이 불어.

1. 1) rainy, windy

2) sunny

2. 1) relaxing

2) playing outside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fall

1. ⓒ

2. 1) T 2) F

3. swim

가을

2. spring

봄

3. winter

겨울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It’s very hot outside today.
2. It’s snowy today.

→ Check the Scripts

오늘은 눈이 내린다.

3. It’s windy and cloudy.
4. It’s cold and rainy.

1. ⓑ

2. ⓐ

3. ⓑ

4. ⓑ

5. ⓓ

6. ⓒ

7. ⓑ

8. is fall

오늘 바깥 날씨가 아주 덥다.

바람이 불고 흐리다.

춥고 비가 온다.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Which season do you like?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G Oh, my favorite is summer.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름이야.
2. G Do you like rainy days? 너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니?
B No, not really.

아니, 별로.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Ben

Sandra, how’s the weather there?

Sandra

It’s cold and cloudy. Oh, it’s snowing outside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right now. I love it!
Ben

Why do you like winter so much?

Sandra

Because I like making a snowman!

Ben

I see.

Sandra

Which season do you like,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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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ow, the weather is terrible today.

B

You think so? I love rainy, windy weather.

G

Really, why is that?

B

Because it is very relaxing. You don’t think so?

G

No, not really.

B

Then, what weather do you like?

G

Sunny days, of course!

B

Yeah, most people do. Because…?

G

Because I like playing outside in the sunshine!

2) Cindy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3. Cindy는 아직 무엇을 못하나요?
→ Cindy는 아직 _____________________을 못합니다.

G 와, 오늘 날씨가 정말 끔찍하다.
B 넌 그렇게 생각해? 난 비 내리고 바람 부는 날씨가 좋아.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정말? 왜?
B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t’s a really beautiful day today! It’s clear, warm, and

G 아니, 그렇지 않은데.
B 그러면 넌 어떤 날씨를 좋아하니?

very sunny because it is summer. I like summer the

G 당연히, 화창한 날씨지!

most. I don’t really like winter because it is cold.

B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 이유는..?

And I cannot play outside in the snow. But in

G 왜냐면 난 햇빛을 받으며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
★ terrible 끔찍한

summer, I can play all day long! Sometimes it rains
a lot in summer. I don’t like rainy days. But it is

most 대부분의

sunny today! Now, it’s time to meet my friend

1. 그들은 어떤 종류의 날씨를 좋아하나요? 올바른 정답에 체크

Martin. Bye!

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여름이라서 청명하고, 따뜻하고, 화창해.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을 완성하세요.

나는 여름을 가장 좋아해. 나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 정말 싫

1) 소년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에 비 오는 날이 좋아.

어. 그리고 눈이 내리면 밖에서 놀 수도 없잖아. 하지만 여름에

2) 소녀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에 화창한 날이 좋아.

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 수 있어. 가끔씩 여름에 비가 많이 내
려. 나는 비 오는 날이 싫어. 하지만 오늘은 화창해! 이제 내 친
구 Martin을 만날 시간이야. 안녕!
★ all day long 하루 종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B

How’s the weather outside today, Cindy?

G

It’s fall weather. Cool and windy.

B

Oh, I see. Do you like cool weather?

G

Sure. Fall is my favorite season.

B

Really? Actually, summer is my favorite.

G

Why do you like summer so much, Andrew?

B

Because it’s warm, and I can go swimming!

G

I cannot swim yet.

B

Well, this summer you can learn!

it's time to ~할 시간이다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쌀쌀한 / 안개가 낀 / 폭풍우가 치는 / 습한
2. 정원 가꾸기 / 서핑 하기 / 등산하기 / 아이스 스케이트 타기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 The weather is clear.

B 오늘 밖에 날씨가 어때, Cindy?

ⓑ The weather is stormy.

G 가을 날씨야. 시원하고 바람이 불어.
B 오, 그렇구나. 넌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니?

ⓒ The weather is snowy.

G 당연하지. 가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야.

ⓓ The weather is sunny.

B 정말?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 맑은 날씨이다.

G 너는 여름을 왜 그렇게 좋아하니, Andrew?

ⓑ 폭풍우가 치는 날씨이다.

B 따뜻하니까 수영을 하러 갈 수 있잖아.

ⓒ 눈이 내리는 날씨이다.

G 나는 아직 수영을 못해.

ⓓ 화창한 날씨이다.

B 음, 이번 여름에 배울 수 있잖아!
★ go -ing ~하러 가다

learn 배우다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2.

1.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

1) Andrew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 나는 가을을 가장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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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바람 부는 날씨가 가장 좋아.
ⓓ 아니, 난 사실 가을을 좋아하지 않아.

3.

How’s the weather outside today?
오늘 바깥 날씨가 어때?
ⓐ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아.
ⓑ 정말 습해.

G

Which season do you like, Seth?

B

Season? Well, I guess I like fall the most.

G

Oh, you like cool weather.

B

Yes, I don’t like hot weather at all.

G

Right, the hot weather is terrible.

B

What weather do you like, Marta?

G

Let’s see. I agree with you, Seth. Cool weather
is the best.

ⓒ 겨울이 오늘 시작되었어.
ⓓ 비 오는 날씨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What about really, really cold weather?

G

Um, not so much. Just a little cool is best. How
about you?

4.
B

Well, the weather is pretty bad here today. It’s

Hmm. It’s not so bad. Because I can go skiing!

G 넌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Seth?

very chilly outside, and there’s about 3 feet of

B 계절? 글쎄, 난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snow on the ground! I hate it. I hope tomorrow is

G 아, 넌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는구나.

warm!

B 응, 나는 더운 날씨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
G 맞아, 더운 날씨는 끔찍하지.

음, 오늘 이곳의 날씨는 아주 나빠. 밖은 정말 춥고, 땅에는 3피

B 넌 어떤 날씨를 좋아하니, Marta?

트 정도의 눈이 쌓였어. 나는 그게 정말 싫어. 내일은 따뜻하면

G 어디 보자. 나도 너에게 동의해, Seth. 시원한 날씨가 가장

좋겠다.

좋아.
B 정말 정말 추운 날씨는 어때?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G 음, 그리 좋아하지 않아. 그냥 약간 선선한 날씨가 가장 좋아.

5.

너는?
B 흠. 그리 나쁘지 않아. 난 스키를 타러 갈 수 있기 때문이지!

G

What a beautiful day!

B

I know! There’s so much sunshine.

G

Still, it is a little chilly!

B

That’s okay. Go get a sweater!

7. Seth와 Marta 둘 다 어떤 날씨를 좋아하지 않나요?
ⓐ 추운

G 여전히 조금 쌀쌀하긴 해.
B 괜찮아. 가서 스웨터를 가져와.
Q. 소녀는 날씨가 조금 __________________ 생각한다.
ⓒ 더운

ⓓ 쌀쌀한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This is my classmate Ricky. He likes surfing. So, of
course, summer is his favorite season. He hates
cold weather because he cannot go to the beach!
여기는 내 반 친구 Ricky야. 그는 서핑 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
서 당연히 여름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지. 그는 해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아주 싫어해.
Q. Ricky는 어떤 종류의 날씨를 가장 좋아하나요?
ⓐ 서핑 하기

ⓑ 추운

ⓓ 따뜻한

→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B 그러게! 해가 쨍쨍하네.

ⓑ 안개가 낀

ⓒ 시원한

8.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G 날씨가 정말 좋구나!

ⓐ 화창한

ⓑ 더운

ⓒ 따뜻한

ⓓ 눈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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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6

Owner

Let’s see… One large bag is 10 dollars.

Lisa

That’s fine. I’ll take it. Thank you for your
help!

Owner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Lisa

네.

Owner 좋아요. 오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Lisa

감자를 좀 사고 싶어요. 있나요?

Owner 당연히 있죠, 게다가 할인 판매 중이랍니다. 몇 개나
필요하세요?
Lisa

음, 엄마가 많이 사오래요. 얼마에요?

Owner 어디 봅시다… 큰 봉투 하나당 10달러네요.
Lisa

A

1. ⓐ

2. ⓒ

B

3–1–2–4

C

1. ⓑ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on sale 할인 판매 중인

3. ⓑ

2. ⓑ

감자들

당근들

양파들

호박들

버섯들

콩들

그건 얼마예요? – 5달러입니다. / 12달러입니다.

1. 1) 2 dollars

2) 5 dollars

2. 6, 3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beans

1. ⓒ

2. 1) F 2) T

3. Onions are

콩들

2. onions

양파들

3. carrots

당근들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 Check the Scripts

1. ⓑ

2. ⓑ

3. ⓓ

4. ⓑ

5. ⓓ

6. ⓓ

7. ⓑ

8. 5 dollars

1. It’s 3 dollars.

3달러입니다.

2. It’s 8 dollars.

8달러입니다.

3. It’s 10 dollars.

10달러입니다.

4. It’s 11 dollars.

11달러입니다.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M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B I want some pumpkins, please.
2. G How much are they?

전 호박을 좀 사고 싶어요.

그것들은 얼마인가요?

M It’s 15 dollars for one bag.

한 봉지에 15달러입니다.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Owner

Good afternoon. Can I help you?

Lisa

Yes, please.

Owner

Okay. So what do you want today?

Lisa
Owner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I want some potatoes. Do you have any?
We sure do, and they are on sale. How
many do you need?

Lisa

Well, my mother wants a lot. How much a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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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ood evening. Can I help you?

B

Yes, please.

W

Sure. What do you want?

B

I want some carrots. How much are they?

W

It’s 2 dollars for 6 carrots.

B

I’ll take 6 carrots.

W

Good. Do you want anything else?

B

Umm, yes. I want a pumpkin.

W

Okay. Our pumpkins are 5 dollars for 3 today.

★ expensive 비싼
1. 소녀는 어떤 채소를 사지 않나요?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Okay. I’ll take 3 pumpkins then. Thank you for

B

1) 양파 두 개는 3달러이다.

your help!

2) 감자 한 봉지는 5달러이다.

You’re welcome.

W

3. 오늘은 어떤 채소를 할인 판매하고 있나요?

W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B

→ 오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이 할인 판매 중입니다.

네.

W 그래요. 무엇을 원하세요?
B

당근을 좀 사고 싶은데요. 얼마에요?

W 당근 6개에 2달러에요.
B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당근 6개 주세요.

W 네.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B

Today, I’m at a very big supermarket! There are

음, 있어요. 호박 하나가 필요해요.

W 네. 저희는 3일간 호박을 5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요.

a lot of different vegetables here. I want some

B

for my mom. This pumpkin is very nice. It’s only

좋아요. 그럼 호박 3개를 살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 천만에요.

5 dollars. And here are some onions. They are 3
dollars. There’s one more thing on my list –

1. 채소들은 얼마인가요? 올바른 정답에 체크하세요.

beans. I don’t really like beans. But Dad and my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올바른 숫자를 쓰세요.

brother Tim like beans very much. Oh, there are

Q 소년은 얼마나 많은 채소를 사나요?

beans! Now I can go home!

A 그는 당근 ______________개와 호박 ________________개를 삽니다.

오늘, 저는 아주 큰 시장에 있어요! 여기엔 다양한 채소들이 많
아요. 저는 엄마를 위해 채소를 좀 사고 싶어요. 이 호박은 정말
좋네요. 5달러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양파가 좀 있네요. 양
파는 3달러에요. 제 (쇼핑) 목록에는 한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콩이에요. 저는 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와 남
M

Oh, hello! Can I help you?

자 형제인 Tim은 콩을 정말 좋아해요. 오, 저기 콩이 있어요. 전

G

Yes. I want a pumpkin.

이제 집에 갈 수 있군요!

M

Pumpkin? Okay. It’s $3.

★ supermarket 슈퍼마켓

G

different 다른

For one? Hmm… No, thanks. It’s expensive. How
about some onions?

M

Onions are on sale today.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G

How much are they?

1. 브로콜리 / 옥수수 / 시금치 / 양상추

M

Three for two dollars. What else do you want?

2. 11달러 / 4달러 50센트 / 7달러 75센트 / 5달러 99센트

G

Um, I also want some potatoes.

M

Sure. Potatoes are 5 dollars a bag.

G

Okay, I’ll get 3 onions and one bag of potatoes.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Thank you!

1.

M 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 She wants some mushrooms.

G 네. 호박 하나를 사고 싶어요.

ⓑ She wants some corn.

M 호박이요? 좋아요. 3달러입니다.
G 하나에요? 흠… 아니요, 됐어요. 비싸네요. 양파는요?

ⓒ She wants some lettuce.

M 양파는 오늘 할인 판매 중입니다.

ⓓ She wants some spinach.

G 얼마인데요?

ⓐ 그녀는 버섯을 원한다.

M 세 개에 2달러입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 그녀는 옥수수를 원한다.

G 음, 감자 세 개도 필요해요.

ⓒ 그녀는 양상추를 원한다.

M 네. 감자는 한 봉지에 5달러에요.

ⓓ 그녀는 시금치를 원한다.

G 좋아요. 그럼 양파 세 개랑 감자 한 봉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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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3.50. Perfect. I want the spinach. And here are

2.

the potatoes. How much is it? The price tag says
What do you want?

$20.00! That’s too expensive! I don’t want them.

너는 무엇을 원하니?

자, 여긴 채소 코너야. 난 감자와 시금치가 필요해. 아, 여기 시

ⓐ 네, 도와주세요.

금치가 있어. 3.5달러야. 아주 좋아. 저 시금치를 사고 싶어. 그리

ⓑ 저는 콩을 좀 사고 싶어요.

고 여기 감자도 있네. 그건 얼마지? 가격표에 20달러라고 써 있

ⓒ 8달러입니다.

네! 너무 비싸! 그건 사고 싶지 않아!

ⓓ 아니오, 그건 원하지 않아요.

Q. 소녀는 왜 감자를 사지 않나요?
3.

ⓐ 그녀는 감자를 찾지 못했다.
ⓑ 감자가 신선해 보이지 않다.

How much is it?

ⓒ 그녀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얼마인가요?

ⓓ 감자가 너무 비싸다.

ⓐ 네. 맞아요.

ⓑ 전 그걸 원해요.

ⓒ 정말 감사합니다.

ⓓ 9달러입니다.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Excuse me.

B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W

4.

I want some carrots. These look fresh and
delicious, and they’re on sale! One large bag of
carrots is only 7 dollars and 50 cents! I’ll get it!
나는 당근을 사고 싶어. 이것들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고, 할인
판매 중이야! 당근 큰 봉지 하나에 7.5달러 밖에 안 해! 난 그걸

B

Well, how much are these broccoli?

W

One basket of broccoli is three dollars.

B

Okay, I’ll get it. I love broccoli!

W

Do you want anything else?

B

Yes. I want some carrots. How much are they?

W

살 거야!

Yes, what do you want?

B

They are 50 cents each.
Great. I want four please. Thank you!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B

5.

W 네, 뭐가 필요하세요?
B

실례합니다.
음, 이 브로콜리는 얼마인가요?

G

I want some spinach, please.

M

I’m sorry. We don’t have any more.

G

Oh, okay. Do you have any corn?

W 다른 것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M

We do! Right over there — only a dollar each!

B

G

Fine. I want four, please.

W 브로콜리 한 바구니에 3달러입니다.
B

좋아요, 그거 주세요. 전 브로콜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당근도 좀 필요해요. 얼마인가요?

W 하나에 50센트입니다.
B

좋아요. 네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G 시금치를 좀 사고 싶어요.
M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7. 소년은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사나요?

G 아, 괜찮아요. 옥수수는 있나요?

ⓐ 시금치와 옥수수

ⓑ 브로콜리와 당근

M 있죠! 바로 저기에요. 하나당 1달러 밖에 안 해요!

ⓒ 감자와 브로콜리

ⓓ 콩과 당근

G 좋아요. 네 개 주세요.
8. 소년은 얼마를 내나요?
Q. 소녀는 _________________을 좀 사고 있다.
ⓐ 시금치

ⓑ 콩

ⓒ 양상추

→ 그는 브로콜리와 당근 값으로 __________________을 냅니다.

ⓓ 옥수수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Well, here is the vegetable section. I need
potatoes and spinach. Oh, here is the spinac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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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

2.

ⓐ It’s rainy outside.
ⓑ It’s snowy outside.

A

ⓒ It’s foggy outside.

1. scissors / dictionary

ⓓ It’s windy outside.

2. humid / foggy

ⓐ 밖에 비가 온다.

3. surfing / hiking

ⓑ 밖에 눈이 온다.

4. carrots / lettuce

ⓒ 밖에 안개가 끼었다.

5. 19 cents / 50 dollars
B

1. ⓓ 2. ⓑ

3. ⓕ

C

1. ⓑ 2. ⓓ

3. ⓒ

D 1. ⓒ
E

2. ⓒ

4. ⓒ

3. ⓐ 4. ⓒ

ⓓ 밖에 바람이 분다.

5. ⓐ 6. ⓔ
3.

ⓐ The girl wants some potatoes.

5. ⓐ

ⓑ The girl wants an onion.

1. ⓒ 2. ⓐ

F 1. ⓒ

2. ⓒ

G 1. ⓓ

2. ⓑ 3. ⓒ

ⓒ The girl wants some broccoli.

3. ⓐ

ⓓ The girl wants some mushrooms.

H →Check the Scripts

ⓐ 소녀는 감자를 원한다.
ⓑ 소녀는 양파 하나를 원한다.
ⓒ 소녀는 브로콜리를 원한다.
ⓓ 소녀는 버섯을 원한다.

D 잘 듣고, 가장 어울리는 응답을 고르세요.

A 잘 듣고, 들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1.

1. scissors 가위 / dictionary 사전
2. humid 습한 / foggy 안개가 낀

G Ben, why do you like summer?

3. surfing 서핑 / hiking 하이킹(등산)
4. carrots 당근들 / lettuce 양상추

ⓐ Because he likes swimming.

5. 19 cents 19센트 / 50 dollars 50달러

ⓑ I don’t like fall.
ⓒ Because I like swimming!

B 잘 듣고, 알맞은 그림에 ⓐ부터 ⓕ까지 쓰세요.
ⓐ watch

ⓓ I like cool and cloudy weather.

손목 시계

ⓑ mushrooms
ⓒ gardening

버섯들

G Ben, 너는 왜 여름을 좋아하니?

정원 가꾸기

ⓓ spinach

시금치

ⓔ glasses

안경

ⓕ stormy

폭풍우가 치는

ⓐ 그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 나는 가을을 좋아하지 않아.
ⓒ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 나는 시원하고 흐린 날씨가 좋아.

C 잘 듣고,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2.

1.

G Excuse me. How much is this pumpkin?

ⓐ The cat is on the box.
ⓑ The cat is in the box.

ⓐ What do you want?

ⓒ The cat is behind the box.

ⓑ Okay, I’ll take it.

ⓓ The cat is next to the box.

ⓒ It’s five dollars and twenty-five cents.
ⓓ One large bag of potatoes is only 10 dollars.

ⓐ 고양이는 상자 위에 있다.
ⓑ 고양이는 상자 안에 있다.

G 실례합니다. 이 호박은 얼마인가요?

ⓒ 고양이는 상자 뒤에 있다.

ⓐ 넌 뭘 원하니?

ⓓ 고양이는 상자 옆에 있다.

ⓑ 좋아요, 그걸로 살게요.
ⓒ 5.25달러입니다.
ⓓ 감자 큰 봉지 하나에 10달러 밖에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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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reat. I want one, please. Thank you!

B

B

I can’t find my shoes! Where are they?

W 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B

ⓐ I see them under the bed.

네, 이 감자들은 얼마인가요?

W 그것들은 세 개에 2.75달러에요.

ⓑ It’s next to the door.

B

좋아요. 3개 주세요. 그리고 그 양파들은요?

ⓒ He is under the table.

W 양파는 하나에 2달러에요.

ⓓ It’s not mine.

B

B 난 내 신발을 못 찾겠어! 어디에 있지?

좋아요.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Q. 소년이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나는 그것들을 침대 아래에서 봤어.
ⓑ 그건 문 옆에 있어.

2.

ⓒ 그는 테이블 아래에 있어.
ⓓ 그건 내 것이 아니야.

4.

G Do you like chilly weather, Brad?
ⓐ What a beautiful day!
ⓑ How’s the weather today?

G

Zack, what’s your favorite season?

B

Hmm, my favorite season? Fall, of course!

G

Really?

B

Yes. Fall is fantastic!

G

Why do you like fall so much?

B

Because of the cool weather and colorful
leaves!

ⓒ Of course! Don’t you?

G Zack,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 I don’t like hot weather at all.

B 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당연히 가을이지!

G 넌 쌀쌀한 날씨를 좋아하니, Brad?

G 정말?

ⓐ 날씨가 정말 좋구나!

B 응. 가을은 환상적이야!

ⓑ 오늘 날씨는 어떠니?

G 너는 가을을 왜 그렇게 좋아하니?

ⓒ 물론이지! 너는 안 좋아해?

B 시원한 날씨와 알록달록한 나뭇잎들 때문이지.

ⓓ 나는 더운 날씨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

Q.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5.

B

Whose book bag is this, Brenda?

F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1.

ⓐ It is my sister’s.
ⓑ They are my brother’s.

G

I lost my gloves! Did you see them?

ⓒ It’s fine.

B

Are they next to the telephone?

ⓓ It’s 10 dollars.

G

No, they aren’t.

B

Oh! I think I see them on the table.

G

Yes, that’s them! Thanks!

B

이건 누구의 책 가방이니, Brenda?

ⓐ 그건 우리 언니의 것이야.
ⓑ 그것들은 우리 오빠의 것이야.

G 나는 장갑을 잃어버렸어! 너 그것들을 봤니?

ⓒ 괜찮아.

B 전화기 옆에 있나?

ⓓ 10달러야.

G 아니, 없어.
B 아! 테이블 위에서 본 것 같아.
G 맞아, 거기 있네! 고마워!

E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1.
W

Oh, hello. Can I help you?

B

Yes, how much are these potatoes?

W
B

Q. 소녀가 잃어버린 것은?
ⓐ 그녀의 테이블
ⓑ 그녀의 전화기

They are 3 for $2.75.

ⓒ 그녀의 장갑
ⓓ 그녀의 안경

Okay. I want 3 please. And, how about the
onions?

W

Onions are $2.00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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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학교에 지각하겠어!
G 알아, 안다고. 그런데, 그거 어디 있지? 내 장갑을 찾을 수가

Today, I’m at the supermarket. My mom wants

없어!

vegetables for dinner. The corn is four dollars and

B 네 장갑은 TV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어.

the potatoes are six dollars. Okay. I’ll get them. Oh,

G 맞다. 고마워, Simon.

broccoli! How much is it? It’s only four dollars! I

B 그래. 자, 가자!

have one dollar left, so I can buy some candy for

1.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myself! Yeah!
오늘 나는 슈퍼마켓에 있어. 우리 엄마가 저녁 식사 때문에

2. 소녀는 그녀의 _____________________을 찾을 수 없다.

채소가 필요하시대. 옥수수는 4달러이고 감자는 6달러야. 좋아.

ⓐ 책들

ⓑ 장갑

ⓒ 재킷

ⓓ 스노보드

저것들을 살 거야. 아, 브로콜리! 얼마지? 4달러 밖에 안 하잖아!
1달러가 남았으니까 나를 위해 사탕을 좀 살 수 있겠다! 와!

3. 그들은 어디에 가고 있나요?
ⓐ 친구들을 만나러

ⓑ 스노보드 타기

Q. 소년이 옥수수와 감자에 쓴 돈은 얼마인가요?

ⓒ 학교에

ⓓ 집 안으로

3.

H 다시 한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상자 속의 단어를
Jason’s favorite season is summer. He likes

사용하세요.

summer because he can go to the beach. He
doesn’t like winter. He doesn’t like the cold
weather and the snow. Also, he really likes rainy
weather. He sleeps all day on a rainy day.
Jason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그는 해변에 갈 수
있어서 여름을 좋아한다. 그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추운 날씨와 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 오는
날씨를 정말 좋아한다. 그는 비가 오는 날에 하루 종일 잔다.
Q. Jason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날씨는 어떤 건가요?
ⓐ 겨울

ⓑ 비 오는 날

ⓒ 해변

ⓓ 여름

G 잘 듣고,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답하세요.
G

How’s the weather today, Simon?

B

You didn’t see? It’s really cold, and it’s snowy!

G

Snow! Again! I hate the winter time!

B

Really? It’s my favorite season!

G

Why?

B

Because I like snowboarding. Now, hurry up,
Jamie! We’re late for school!
I know, I know. But, where is it? I cannot find

G

my gloves!
B

They are on the table next to the TV.

G

You’re right. Thanks, Simon!

B

Sure. Now, let’s go!

G 오늘 날씨가 어떠니, Simon?
B 너 몰라? 정말 춥고 눈이 와!
G 눈! 또? 난 겨울철이 정말 싫어.
B 정말? 겨울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G 왜?
B 스노보드를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지. 자, 서둘러,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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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together in the pool. Um, can you swim?
Shawn

Of course, I can! That’s a great idea.

Lisa

Okay! Let’s go!

Shawn Lisa,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야?
Lisa

운동? 음, 나는 야구를 아주 좋아해. 너는?

Shawn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면
뭐든 좋아해.
Lisa

아, 너는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있잖아, 너
오늘 바빠?

Shawn 아니, 왜?
Lisa

음, 오늘 정말 덥잖아. 함께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자. 음,
너 수영할 수 있니?

Shawn 당연히 할 수 있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A

1. ⓒ

2. ⓐ

B

1–4–2–3

C

1. ⓐ

3. ⓑ

Lisa

좋아! 가자!

★ kind 종류

pool 수영장

2. ⓐ
야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너 수영할 수 있니?

1. 1) basketball 2) badminton
2. 1) ⓑ

축구

– 응, 할 수 있어. / 아니, 못해.

2) ⓐ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

2. 1) F 2) F

1. volleyball

3. play soccer

2. soccer

배구

축구

3. basketball

→ Check the Scripts

농구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I like badminton.

나는 배드민턴을 좋아해.

2. I don’t like volleyball.
3. I like tennis.

1. ⓓ

2. ⓓ

3. ⓓ

4. ⓐ

5. ⓑ

6. ⓐ

7. ⓑ

8. go skiing

나는 배구를 좋아하지 않아.

난 테니스를 좋아해.

4. I don’t like badminton.

난 배드민턴을 좋아해.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G What’s your favorite sport?
B I like soccer.

2. B Can you play basketball?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Shawn

Lisa, what’s your favorite sport?

Lisa

Sport? Well, I like baseball a lot. How about

G Yes, I can.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니?

난 축구를 좋아해.
넌 농구를 할 수 있니?

응, 할 수 있어.

you?
Shawn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I don’t like baseball, but I like all kinds of
water sports.

Lisa

Oh, you like water sports! Hey, are you busy
today?

Shawn

No, why?

Lisa

Well, it’s really hot today. Let’s go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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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hat’s your favorite sport, Kenny?

B

I like all sports, but my favorite is basketball.

G

Really?

B

Yes. Can you play basketball, Kathy?

G

No, I can’t. I watch it on TV sometimes though.

B

Then, what’s your favorite sport?

G

Well, badminton is my very favorite, but I love

B 잘됐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하자!
★ probably 아마도

tennis too!
B

G

1.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I like tennis too! Let’s go and play together
sometime.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를 체크하세요.

Good idea.

1) 소녀는 테니스를 칠 수 있다.
2) 소녀는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G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니, Kenny?
B 나는 모든 운동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농구야.

3. 소년은 이 대화 후에 무엇을 하길 원하나요?

G 정말?

→ 그는 함께 ___________________하기를 원해요.

B 응. 너는 농구를 할 수 있니, Kathy?
G 아니, 못 해. 하지만 TV에서 가끔씩 보곤 해.
B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
G 음, 배드민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난 테니스도 좋아!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B 나도 테니스 좋아해! 언제 함께 테니스 치러 가자.
G 좋은 생각이야.

My name is Justin, and I love sports. My

★ sometime 언젠가

favorite sport is soccer. I’m the goalie on our
school team. But soccer isn’t the only sport I

1.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답에 체크

like. I like swimming, and I can swim very well.

하세요.

I go swimming on the weekends with my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와 ⓑ를 쓰세요.
ⓐ 농구를 못한다

brother, Marshall. He cannot swim well yet. But

ⓑ 모든 종류의 운동을 좋아한다

he tries really hard. I don’t like basketball. It is
very hard for me, and I don’t know why!
내 이름은 Justin이고 난 운동을 좋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동은 축구야. 나는 우리 학교 축구 팀에서 골키퍼야. 하지만 축
구는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야. 나는 수영도 좋아

B

Hey, Lisa. Let’s play tennis today!

해서 수영을 아주 잘 할 수 있어. 나는 내 남동생 Marshall과 함

G

Sorry, but I cannot play tennis.

께 주말마다 수영을 하러 가. 그는 아직 수영을 잘 하진 못해.

B

Really? I didn’t know that.

G

It’s true. Do you like tennis? Is it your favorite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나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아.
그건 내게 너무 어려운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 goalie 골키퍼

sport?
B

Well, it’s not my favorite. I’m not that good at it.

G

Then what is your favorite sport?

B

Probably soccer. I like team sports best. Can you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스키 타기 / 볼링 / 골프 / 아이스 하키

play soccer?
G
B

2. 수영하러 가다 / 롤러브레이드 타러 가다 / 테니스를 치다 /

I sure can! I’m pretty good, too!

축구를 하다

That’s great. Then let’s play soccer with my friends!

B 야, Lisa. 오늘 테니스 치러 가자.
G 미안, 하지만 난 테니스 못 쳐.
B 정말? 난 그걸 몰랐네.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G 사실이야. 넌 테니스 좋아하니? 그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1.

운동이야?

ⓐ He can ski.

B 음, 가장 좋아하는 건 아냐. 테니스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

ⓑ He can ice skate.

G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

ⓒ He can swim.

B 아마도 축구일거야. 나는 팀끼리 하는 운동을 가장

ⓓ He can rollerblade.

좋아하거든. 너는 축구 할 수 있니?
G 당연히 할 수 있지! 잘하기도 하는걸!

ⓐ 그는 스키를 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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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할 수 있어.

내 이름은 Amanda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이야.

ⓒ 그는 수영을 할 수 있어.

그건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어. 나는 아이스 스케이팅과 야구도

ⓓ 그는 롤러블레이드를 탈 수 있어.

좋아해. 사실, 난 우리 야구 팀에서 투수야. 그런데 난 골프나 테
니스는 못 쳐. 하지만 언젠가는 배우고 싶어.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Q. Amanda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2.

ⓐ 배드민턴

ⓑ 아이스 스케이팅

ⓒ 야구

ⓓ 테니스

Can he play golf?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너 골프 칠 줄 아니?

G

ⓐ 응, 그녀는 할 수 있어.
ⓑ 아니, 난 못해.

Hey, Fernando! Let’s go skiing tomorrow
morning!

ⓒ 그는 골프를 좋아해.
ⓓ 응, 그는 골프를 칠 수 있어.

3.

B

Um, skiing? You know I cannot ski, Julia.

G

But I can teach you!

B

No thanks. I don’t like skiing. I don’t like the
cold outside.

What is her favorite sport?

G

Well, then can you rollerblade?

B

Of course. Actually, it’s my favorite sport!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배구야.

G

Let’s go! But there’s one thing…

ⓒ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B

What?

ⓓ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스 하키야.

G

I cannot rollerblade, so teach me please!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
ⓐ 너는 정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구나.

G 저기, Fernando! 내일 아침에 스키 타러 가자!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음, 스키? Julia, 너 나 스키 못 타는 거 알잖아.

4.

G 하지만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수 있어!

This is my classmate Jeff. He likes winter sports

B 사양할게. 난 스키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바깥 추위가
싫어.

and he is very good at skiing. But he cannot swim

G 음, 그럼 롤러브레이드는 탈 수 있니?

or ice skate.

B 당연하지. 사실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야!

여긴 내 반 친구 Jeff야. 그는 겨울 운동을 좋아하고 스키를 아

G 가자!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 잘 타. 하지만 그는 수영이나 아이스 스케이트는 못 해.

B 뭔데?
G 난 롤러브레이드를 탈 줄 모르니까 네가 날 좀 가르쳐 줘.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7.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5.
B

Can you play tennis, Suzie?

G

Of course, Seth, can you?

B

A little, but it isn’t my favorite sport.

G

Oh, I see.

ⓐ 아이스 스케이트

ⓑ 롤러브레이드

ⓒ 축구

8. 소년이 소녀에게 한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인가요?
→ 그녀가 첫 번째로 한 제안은 함께
________________________을 하는 것입니다.

B 너 테니스 칠 수 있니, Suzie?
G 물론이지, Seth, 너는?
B 조금 칠 수 있긴 한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야.
G 아, 알겠어.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My name is Amanda. My favorite sport is
badminton. It is difficult but really fun! I also like
ice skating and baseball. Actually, I’m the pitcher
on our baseball team. I cannot play golf or tennis,
though. But one day I want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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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Unit 08

Yes, she’s very tall.

Sandra
Gentleman

Well, maybe that’s them over there?
It is! Thank you!

Sandra
Sandra

실례합니다. 전 부모님을 못 찾겠어요.

Gentleman 아, 걱정하지 말렴. 함께 둘러보자꾸나.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니?
Sandra

우리 아빠는 키가 작으시고 약간 뚱뚱해요.

Gentleman 그러면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기셨니?
Sandra

우리 엄마는 길고 검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Gentleman 아, 그래. 엄마는 키가 크시니?
Sandra

네, 키가 아주 커요.

Gentleman 음, 아마도 저쪽에 계신 분들 같은데?
Sandra

A

1. ⓐ

2. ⓒ

B

4–2–1–3

C

1. ⓐ

맞아요! 감사합니다!

★ look around 둘러보다

3. ⓑ

overweight 과체중인

2. ⓐ
가벼운

짧은 머리

키가 큰

과체중의

긴 머리

키가 작은

그는 어떻게 생겼니?
– 그는 통통하다. / 그는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1. 1) blond

2) blue

2. 1) tall, chubby

2) short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overweight

1. ⓒ

2. 1) T 2) T

2. tall

3. four people

과체중인

키가 큰

3. thin

마른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 Check the Scripts

1. She is tall and thin.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하다.

2. She has blond hair.

그녀는 금발 머리이다.

3. She is short and chubby.
4. He has long hair.

1. ⓒ

2. ⓐ

3. ⓑ

4. ⓓ

5. ⓑ

6. ⓐ

7. ⓒ

8. thin

그녀는 키가 작고 통통하다.

그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너희 오빠(남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G Well, he’s tall and has short blond hair.
음, 그는 키가 크고 짧은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어.
2. B Is your sister overweight?
G No, she isn’t. She’s thin!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Sandra

너희 누나는 과체중이니?
아니, 아니야. 그녀는 날씬해!

Excuse me. I cannot find my parents
anywhere.

Gentleman

Oh, don’t worry. Let’s look around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together. What does your father look like?
B

I have a new friend in my class this semester. Her

Sandra

My dad is short and a little overweight.

Gentleman

Then what does your mother look like?

Sandra

My mom has long black hair.

G

What does she look like?

Gentleman

Oh, I see. Is she tall?

B

She’s tall. And she has blue eyes and blond hair.

name is Sh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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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son 선생님의 딸은 누구인가요?

G

Is she thin?

B

No. She’s chubby.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G

I see. Does she have long or short hair?

1) Watson 선생님의 아들은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다.

B

Her hair is really short. She looks like a boy!

2) Watson 선생님의 아들은 키가 크다.

G

I hope I can meet her sometime!

B

I can introduce you today!

3. Watson 선생님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 Watson 선생님의 가족은 __________________명입니다.

B 이번 학기에 반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 그녀의 이름은
Shelly야.
G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B 키가 커. 그리고 푸른 눈과 금발을 가졌어.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그녀는 날씬하니?
B 아니, 좀 통통해.

Let’s look at my family picture together. This is my

G 그렇구나. 그녀는 머리가 길어 아님 짧아?

father. He is very tall. He has short black hair and a

B 그녀의 머리는 아주 짧아. 소년 같아 보여.
G 언젠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beard. My mother has pretty green eyes and long

B 오늘 너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어!

blond hair. This is my little sister Anne. She is

★ semester 학기

chubby and short. She has green eyes too! My

introduce 소개하다

brother Justin is tall like my dad. He has brown hair
1. Shelly는 어떻게 생겼나요? 올바른 답에 체크하세요.

and brown eyes.
내 가족 사진을 같이 보자.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그는 키가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알맞은 인물 묘사 내용을 쓰세요.

아주 커. 그는 짧은 검은 머리와 턱수염을 가지고 있으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쁜 초록색 눈과 긴 금발 머리를 가지고 계셔.
이 사람은 내 여동생 Anne이야. 그녀는 통통하고 키가 작아. 그
녀도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어. 내 남자 형제인 Justin은 우리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B

아빠처럼 키가 커. 그는 갈색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

B

Mrs. Watson? Who is this man in the picture?

W

He is my husband Michael.

B

Is he your only family?

W

No, I have a daughter and a son.

B

I didn’t know that! Is your son tall?

W

Yes, he is!

B

Does he have blue eyes like you?

W

No, he has green eyes actually.

B

What does your daughter look like?

★ picture 사진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마른 / 뚱뚱한 / 잘생긴 / 대머리의
2. 턱수염 / 콧수염 / 직모 / 곱슬머리

W

Well, she is short and has short brown hair.

B

Just like me!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 She is tall with short brown hair.
ⓑ She is short with long brown hair.

Watson 선생님? 사진 속에 있는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W 그 사람은 내 남편인 Michael이야.

ⓒ She is tall with long brown hair.

B

ⓓ She is short with long red hair.

가족이 그 분 한 분뿐이세요?

W 아니,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단다.
B

ⓐ 그녀는 짧은 갈색 머리에 키가 크다.

전 몰랐어요! 아들이 키가 큰가요?

ⓑ 그녀는 긴 갈색 머리에 키가 작다.

W 응, 그래.
B

ⓒ 그녀는 긴 갈색 머리에 키가 크다.

선생님처럼 푸른 눈을 가지고 있나요?

ⓓ 그녀는 긴 빨강 머리에 키가 작다.

W 아니, 그는 사실 녹색 눈을 가지고 있어.
B

딸은 어떻게 생겼나요?

W 음, 그녀는 키가 작고 짧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B

2.

저랑 같네요!

★ husband 남편

actually 사실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like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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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엄마는 어떻게 생기셨니?

Q. 누가 Jonas인가요?

ⓐ 그녀는 짧은 빨강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 네, 그녀는 그걸 좋아해요.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그녀는 푸른 눈을 좋아해요.

B

Our new teacher Mrs. Holly is really nice!

G

That’s good. What does she teach?

B

She teaches music.

G

And what does she look like?

너희 삼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니?

B

She’s a little old, so she has gray hair.

ⓐ 응, 그래.

G

Is she really thin like our last teacher?

B

No, she’s not. She’s normal.

G

Is her hair long?

B

No, not really.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G

Oh, I think there she is!

4.

B

Yes, you’re right! Hello, Mrs. Holly!

ⓓ 네, 그래요.

3.

Is your uncle overweight?

ⓑ 아니, 그는 말랐어.
ⓒ 아니, 아니야.
ⓓ 응, 그는 말랐어.

My new classmate’s name is Stefan. He’s really

B 우리 새 선생님이신 Holly 선생님은 정말 좋으셔.

nice. He has brown eyes and brown curly hair.

G 잘됐구나. 뭘 가르치시니?

Also, he’s a little short and thin like me!

B 음악을 가르치셔.
G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어?

내 새로운 반 친구의 이름은 Stefan이야. 그는 매우 상냥해. 그

B 나이가 좀 많으셔서 머리가 회색이야.

는 갈색 눈과 갈색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는 나처

G 우리 지난 선생님처럼 아주 마르셨니?

럼 키가 약간 작고 말랐어!

B 아니, 그렇지 않아. 보통 체격이셔.
G 그 분은 머리가 기셔?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B 아니, 별로.

5.

G 아, 내 생각에 그분이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B 응, 네 말이 맞아! 안녕하세요, Holly 선생님!

G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Brandon?

B

She has long black hair.

7. 그들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G

Is she overweight?

ⓐ 소녀의 친구

ⓑ 그들의 친구

B

No, not at all.

ⓒ 그들의 선생님

ⓓ 소년의 어머니

G 네 여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Brandon?

8. 그들의 지난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B 그녀는 긴 검은색 머리를 가졌어.

→ 그녀는 정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 그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B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Q. Brandon의 여동생은 ______________________을 가지고 있다.
ⓐ 마른

ⓑ 긴 머리

ⓒ 긴 다리

ⓓ 뚱뚱한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My name is Jonas. I’m not very tall, but I’m good
at basketball. My eyes are blue and my blond hair
is a little long. I think I need a haircut! I like eating
a lot of pizza and hamburgers. So, I think I’m a
little overweight.
내 이름은 Jonas야. 나는 키가 아주 크진 않지만 농구를 잘해.
내 눈은 푸른 색이고 내 금발 머리는 약간 긴 편이야. 나는 머
리를 잘라야 할 것 같아. 나는 피자와 햄버거를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조금 과체중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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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Mom

Sure. Here you are.

Shawn

Thank you. So, what’s for dessert?

Mom

It’s your favorite apple pie.

Shawn

Wow. It looks yummy!

Mom

Shawn, 저녁 식사 맛이 어떠니?

Shawn 아, 정말 맛있어요.
Mom

여기 스테이크 좀 더 먹으렴. 많이 먹어!

Shawn 알겠어요. 조금만 주세요.
Mom

샐러드 조금 더 먹을래?

Shawn 아니요, 괜찮아요. 점점 배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냅킨 좀 주실래요?

A

1. ⓑ

2. ⓐ

B

1–4–3–2

C

1. ⓐ

3. ⓒ

2) salad

감사해요. 자, 후식은 뭐에요?

Mom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파이야.

Shawn

와! 맛있어 보여요.
napkin 냅킨

스테이크

로스트 치킨

스파게티

샐러드

빵

디저트

너 피자 더 먹을래?

2. ⓑ, ⓔ

1. ⓑ

그래. 여기 있어.

Shawn

★ help oneself 마음껏 먹다

2. ⓑ

1. 1) bread

Mom

– 응, 그래. 고마워. / 아니, 됐어. 점점 배가 부르고 있어.

2. 1) F 2) T

3. tasty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roast chicken
2. bread

→ Check the Scripts

3. steak

로스트 치킨

빵
스테이크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

2. ⓐ

3. ⓒ

4. ⓑ

5. ⓑ

6. ⓓ

7. ⓓ

8. fire

1. Have some spaghetti.
2. Have some dessert.

스파게티 좀 먹어.
디저트를 좀 먹어.

3. Have some salad.

샐러드를 좀 먹어.

4. Have some pizza.

피자를 좀 먹어.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Do you want some more steak?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Mom

Shawn, how does your dinner taste?

Shawn

Oh, it’s really delicious!

Mom

Here, have some more steak. Just help

G Sure, thank you!
2. B How does it taste?
G Oh, it’s delicious!

그래, 고마워!
맛이 어떠니?
아, 맛있어!

yourself!
Shawn

Okay, a little bit.

Mom

Do you want some more salad?

Shawn

No, thank you. I’m getting full. But, could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you pass me a napki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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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 더 먹고 싶니?

B

Maria, will you pass me some salt, please?

G

Sure. Here you are.

B

Thanks. This steak is really good!

G

Thanks. Have some more salad.

B

No, thanks.

G

You sure? Okay. Do you want some more bread?

B

Um, maybe one more piece, please.

G

Here you are. Butter?

B

Sure. Thank you, Maria. What a wonderful dinner!

★ enough 충분히
1. Sally는 무엇을 먹나요?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1) Sally는 채소를 좋아한다.
2) Sally는 빵을 더 먹고 싶지 않다.
3. Sally는 그 음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 그녀는 그게 정말 ____________________하다고 생각합니다.

B Maria, 소금 좀 건네줄래?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그래. 여기 있어.
B 고마워.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다!

Today, I am having my first American Thanksgiving

G 고마워. 샐러드 좀 더 먹어.

dinner. The food looks really delicious. I have salad,

B 고맙지만 사양할게.
G 정말이야? 좋아. 빵 좀 더 먹을래?

steak, and dressing on my plate. My homestay mom

B 음. 하나만 줘.

makes dressing with bread and spices. My favorite

G 여기. 버터는?

food, though, is the beef. It’s so delicious! Ice cream

B 그래. 고마워, Maria. 정말 훌륭한 저녁 식사야!

and pumpkin pie is for dessert! Wow, these are

★ piece 조각

really yummy. Oh–oh! I’m eating too much! I feel
really full!

1. 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올바른 정답에 체크하세요.

오늘 나는 내 첫 번째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할거야. 음식은
정말로 맛있어 보여. 내 접시에는 샐러드, 스테이크, 그리고 드레

2. 다시 한번 듣고, 대화에서 매일 먹는 음식으로 언급된 것에

싱이 있어. 우리 홈스테이 엄마는 빵과 향신료로 드레싱(bread

동그라미 하세요.

stuffing이라고 불리는 빵으로 만든 고물의 일종을 나타냄)을 만
드셔. 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야. 그건 정말
맛있어. 아이스크림과 호박 파이가 디저트구나! 와, 이것들은 정
말 맛있다. 아아! 난 너무 많이 먹고 있어. 정말 배부르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M

★ dressing 드레싱, 소스

Sally, dinner is ready! Have some spaghetti. It’s

spice 향신료

yummy 맛있는

really good!
G

Thanks, Dad.

M

So, how does it taste?

G

Oh, you’re right. It’s very tasty.

M

Do you want some salad too?

G

No. I don’t really like vegetables.

M

Really. Have some more bread, then.

G

No, thanks, Dad. I have enough.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Well, okay. Help yourself to anything more, okay?

1.

M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사과 파이 / 아이스크림 / 치즈케이크 / 요거트
2. 짠 / 매운 / 너무 단 / 기름진

ⓐ Some fried chicken and pizza are on the

M Sally, 저녁이 준비되었어! 스파게티 좀 먹으렴. 정말 맛있단다!

table.

G 감사해요, 아빠.
M 그래서, 맛이 어때?

ⓑ Some spaghetti and salad are on the table.

G 아, 아빠 말이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 Some steak and salad are on the table.

M 샐러드도 좀 먹을래?

ⓓ Some cake and pie are on the table.

G 아니오. 전 채소를 그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M 정말 그렇지. 그럼 빵을 좀 더 먹어.

ⓐ 후라이드 치킨과 피자가 테이블 위에 있다.

G 괜찮아요, 아빠. 배불러요.

ⓑ 스파게티와 샐러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

M 음, 좋아. 뭐가 되었든 더 많이 먹으렴. 알겠지?

ⓒ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
ⓓ 케이크와 파이가 테이블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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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2.

6.
Will you pass me the salt?

Hello, I’m Kevin. My favorite meal of the day is

소금 좀 건네줄래?

dinner. Usually, my mom makes some kind of

ⓐ 그래. 여기 있어.

meat. Tonight, dinner is roast chicken, salad, and

ⓑ 응, 지나가지.

bread. Her roast chicken is the best, and it’s my

ⓒ 후추는 맛있어.

favorite. Ice cream is for dessert. I hope it’s

ⓓ 그래. 여기 종이가 있어.

chocolate and not vanilla!
3.

안녕, 나는 Kevin이야.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식사 시간은
저녁이야. 보통 우리 엄마는 고기 요리를 하시지. 오늘 저녁은

How does it taste?

로스트 치킨, 샐러드, 그리고 빵이야. 엄마의 로스트 치킨은 최고

맛이 어때?

라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아이스크림이 디저트야. 아이스

ⓐ 날씨가 너무 좋다.

크림이 바닐라가 아니라 초콜릿 맛이었으면 좋겠다!

ⓑ 나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 정말 매워.

Q. Kevin은 저녁으로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많이 먹어.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4.

My brother Jake loves food! His favorite food is
pizza. He can eat 6 pieces all by himself. But he
hates chocolate cake. He thinks it tastes too
sweet!
우리 오빠(남동생)인 Jake는 음식을 정말 좋아해! 그가 가장 좋
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그는 혼자서 6개 조각을 전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초콜릿 케이크는 싫어해. 그는 초콜릿 케이크

G

How does the dinner taste, Robert?

B

Umm, yeah, most of it is really delicious.

G

What do you mean “most”?

B

Well, the soup is too spicy for me. Sorry.

G

Really? But you like spicy food.

B

Yeah, but this is like fire.

G

Oh, no! Have some water!

B

Great. Thanks. That’s better now.

G 저녁 밥 맛이 어떠니, Robert?

가 너무 달다고 생각해.

B 음, 뭐, 대부분은 정말 맛있어.
G '대부분'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B 음, 수프가 나한테는 너무 매워. 미안.

5.

G 정말? 하지만 넌 매운 음식을 좋아하잖아.

M

Have some more spaghetti, Jasmine!

G

Actually, this spaghetti is too salty! I can’t eat

G 아, 이런! 물을 좀 마셔!

it!

B 좋아. 고마워. 이제 좀 낫네.

M

Oh, I’m sorry.

G

That’s okay. The salad is very tasty!

B 그래, 하지만 이건 입 안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고.

7. Robert는 왜 수프에 대해 불평하나요?
ⓐ 그는 수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M 스파게티 좀 더 먹어, Jasmine!

ⓑ 수프가 너무 차갑다.

G 사실, 이 스파게티는 너무 짜! 못 먹겠어.

ⓒ 배가 부르다.

M 오, 미안해.

ⓓ 너무 짜다.

G 괜찮아. 샐러드는 정말 맛있어!
8. Robert가 수프에 비유한 것은 무엇인가요?
→ 그는 그것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같다고 말한다.

Q. 소녀는 스파게티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라고 생각한다.
ⓐ 맛있는

ⓑ 짠

ⓒ 매운

ⓓ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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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3

2.

ⓐ She’s thin and she has brown hair.
ⓑ She’s overweight, and she has a moustache.
ⓒ She’s thin, and she has blond hair.

A 1. badminton / golf

ⓓ She’s chubby, and she has blond hair.

2. thin / short

ⓐ 그녀는 날씬하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3. beard / bold

ⓑ 그녀는 과체중이고 콧수염이 있다.

4. steak / spaghetti

ⓒ 그녀는 날씬하고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 그녀는 통통하고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5. greasy / spicy
B 1. ⓕ

2. ⓐ

3. ⓑ

C 1. ⓐ

2. ⓒ

3. ⓑ

D 1. ⓒ

2. ⓐ

3. ⓑ

E

1. ⓐ

2. ⓑ

F 1. ⓒ

2. ⓓ

3. ⓐ

G 1. ⓐ

2. ⓒ

3. ⓐ

4. ⓓ

5. ⓔ

4. ⓐ

5. ⓒ

6. ⓒ

3.

ⓐ The boy wants more food.
ⓑ The boy thinks dinner is delicious.
ⓒ The boy does not want more dessert.
ⓓ The boy thinks the food is greasy.
ⓐ 소년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한다.

H →Check the Scripts

ⓑ 소년은 저녁 식사가 맛있다고 생각한다.
ⓒ 소년은 디저트를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
ⓓ 소년은 음식이 느끼하다고 생각한다.

D 잘 듣고, 가장 어울리는 응답을 고르세요.
1.

B

A 잘 듣고, 들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1. golf 골프 / badminton

배드민턴

Well, what does she look like?

2. thin

날씬한, 마른 / short 키가 작은

ⓐ They are blue and white.

3. bold

대머리의 / beard 턱수염

ⓑ My brother is tall and very handsome.

4. spaghetti
5. greasy

스파게티 / steak 스테이크

ⓒ She has blue eyes and long black hair.

기름진 / spicy 매운

ⓓ She is very kind and smart.

B 잘 듣고, 알맞은 그림에 ⓐ부터 ⓕ까지 쓰세요.

B 음,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 ice hockey

아이스하키

ⓐ 그것들은 흰색에 파란색 무늬가 있어.

ⓑ overweight

과체중의

ⓑ 우리 형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어.

ⓒ yogurt

요구르트

ⓓ volleyball
ⓔ dessert

ⓒ 그녀는 푸른 눈에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배구

ⓓ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똑똑해.

디저트

ⓕ mustache

콧수염

2.

G Hey, Austin. Can you swim?

C 잘 듣고,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1.

ⓐ Sure. It’s my favorite sport.
ⓐ She can ski.

ⓑ Let’s go skiing.

ⓑ She really likes tennis.

ⓒ Don’t worry. I can teach you.

ⓒ The girl enjoys golf.

ⓓ I can go skiing.

ⓓ She likes to rollerblade.

G 저기, Austin. 너 수영할 수 있니?

ⓐ 그녀는 스키를 탈 수 있다.

ⓐ 응. 수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야.

ⓑ 그녀는 테니스를 정말 좋아한다.

ⓑ 스키 타러 가자.

ⓒ 소녀는 골프를 즐긴다.

ⓒ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가르쳐 줄 수 있어.

ⓓ 그녀는 롤러브레이드 타는 것을 좋아한다.

ⓓ 난 스키 타러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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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 Well, she’s tall, and, she has curly black hair.
G Wow, this is so delicious!

M

B

G No. It’s long. Oh, and she wears glasses too!

Do you want some more?

M

ⓐ She likes the spaghetti.
G

ⓑ Sure! More salad too, please!

Is her hair short?
Well, okay! I think she’s right over there!

실례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래요?

ⓒ This is too sweet.

M

아, 그래. 너희 엄마는 어떻게 생기셨니?

G

음, 그녀는 키가 크고 검정색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G 와, 이건 정말 맛있다!

M

머리가 짧으시니?

B 좀 더 먹을래?

G

아니오. 길어요. 아, 안경도 쓰고 있어요.

ⓐ 그녀는 스파게티를 좋아해.

M

음, 좋아! 내 생각에 그녀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 같구나!

ⓓ I don’t like spicy food!

ⓑ 물론이지! 샐러드도 더 줘.
Q. 소녀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 이건 너무 달아.
ⓓ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2.
4.

B

Hi, Cindy! Let’s go golfing together today!

G

Golf? I can’t play golf!

ⓐ He has a gray beard.

B

Oh, really? Isn’t it your favorite sport?

ⓑ He teaches math.

G

No! My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 They are tall and skinny.

B

Oh, I see. Let’s go play basketball over there

G So, what does our new teacher look like?

then!

ⓓ I like him very much.
G

G 그래서, 우리 새 선생님은 어떻게 생기셨니?

Okay! That’s a great idea!

ⓐ 그는 회색 턱수염을 가지고 있어.

B 안녕, Cindy! 오늘 함께 골프를 치러 가자!

ⓑ 그는 수학을 가르쳐.

G 골프? 나는 골프를 못 쳐!

ⓒ 그들은 키가 크고 매우 말랐어.

B 아, 정말? 그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아니었어?

ⓓ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해.

G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야.
B 아, 그렇구나. 그럼 저쪽으로 농구하러 가자!
G 그래. 좋은 생각이야!

5.

G Jerry? What is your favorite sport?
B

Q. 그들은 어떤 운동을 함께 하고 있나요?

I love soccer and basketball! How about you?

ⓐ She likes soccer.

F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 He is a very famous soccer player.

1.

ⓒ Me? I don’t really like sports at all.

W Here, Justin. Have some more chocolate cake!

ⓓ She likes basketball most.

B Umm, no, I don’t think so. It’s too sweet for
me!

G Jerry? 네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니?
B 나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해! 너는 어때?

W Really? Well, I’m sorry.

ⓐ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B

ⓑ 그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이다.

cream?

ⓒ 나? 나는 운동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

W Justin, 여기 있어. 초콜릿 케이크 좀 더 먹으렴!

ⓓ 그녀는 농구를 가장 좋아한다.

B

음, 아니에요. 그건 제게 너무 달아요.

W 정말? 음, 미안하구나.

E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1.

G Excuse me, sir. I can’t find my mom. Can you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더 먹어도 되요?

Q. Justin은 케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help me?
M

That’s okay. But can I have some more ice

ⓐ 맛있다.

Oh, sure. What does your mom look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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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 너무 달다.

ⓓ 아주 좋다.

2.

G2

Hi, guys! I’m sorry I’m late!

My sister is really skinny and really tall. My brother

G

Greg, this is my sister Diane.

is chubby and short. My dad is a tall guy too! He

B

Nice to meet you, Diane.

has dark brown hair and a moustache. He really

G2

It’s nice to meet you too, Greg.

likes his moustache. Oh, my mother is very pretty!

B

Hey, Diane! Can you swim?

She is thin, and she has long blond hair and blue

G2

Sure.

eyes. I have blue eyes too!

B

Let’s go swimming together today!

G2

That’s great. Let’s go!

우리 언니(여동생)은 정말 말랐고 키가 아주 크다. 내 남동생
(오빠)는 통통하고 키가 작다. 우리 아빠도 키가 크시다. 그는
어두운 갈색 머리에 콧수염이 있다. 그는 자신의 콧수염을 정말
좋아한다.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쁘시다. 그녀는 날씬하고 긴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나도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B

Wendy, 네 여동생(언니)이 늦는구나. 어디에 있니?

G

나도 모르겠어!

B

네 여동생(언니)은 어떻게 생겼니?

G

나랑 똑같이 생겼어! 걔는 날씬하고 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

Q. 말하는 사람에 대해 일치하는 것은?
ⓐ 그녀의 남동생(오빠)은 키가 크고 조금 뚱뚱하다.

B

맞아. 음… 야, 저기에 그녀 아냐?

G

맞아! 야, Diane! 여기 좀 봐!

G2 안녕, 여러분! 늦어서 미안해!

ⓑ 그녀의 아빠는 콧수염과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 그녀의 언니(여동생)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 그녀의 엄마는 푸른 눈에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G

Greg, 여기는 내 여동생(언니) Diane이야.

B

만나서 반가워, Diane.

G2 나도 만나서 반가워, Greg.
B

3.

있잖아, Diane! 너 수영할 수 있니?

G2 물론이지!
B

I have three best friends: Amy, Bill, and Chris.
Amy’s favorite sport is skiing, and she doesn’t like
baseball. Bill can play baseball really well. But

H 다시 한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상자 속의 단어를

baseball isn’t his favorite sport. His favorite sport

사용하세요.

is rollerblading! And Chris can play most sports.
But he can’t swim. I want to teach him this
summer!
나는 Amy, Bill, 그리고 Chris 이렇게 세 명의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 Amy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스키이고 그녀는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다. Bill은 야구를 정말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가 Bill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롤러브레이드 타기이다. 그리고 Chris는 대부분의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수영은 못 한다. 나는 이번 여름에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고 싶다!

Q. 언급되지 않은 운동은?
ⓐ 배드민턴

ⓑ 야구

ⓒ 스키

ⓓ 롤러브레이드 타기

G 잘 듣고,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답하세요.
B

Wendy, your sister is late! Where is she?

G

I don’t know!

B

What does your sister look like?

G

Just like me! She is thin, and she has long,
brown hair.

B

Okay. Umm… hey, is that her?

G

Yes! Hey, Diane! Over here!

오늘 같이 수영하러 가자!

G2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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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Thank you, Mrs. Simpson. It won’t happen

Ben

again.
Ms. Simpson

I’m sure it won’t, Ben. Now, take a seat.

Mom

Ben, 늦었구나! 서둘러!

Ben

정말이요? 지금 몇 시에요?

Mom

9시야!

Ben

아, 이런! 학교 수업이 8:30분에 시작하는데!

(잠시 후)
Ben

늦어서 죄송해요, Simpson 선생님.

Ms. Simpson 괜찮아. 누구나 가끔 늦는단다.
Ben

감사합니다, Simpson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Ms. Simpson 안 그럴 거라고 믿어, Ben. 이제 자리에 앉으렴.
★ happen 일어나다

A

1. ⓒ

2. ⓑ

B

3–4–1–2

C

1. ⓐ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3. ⓐ

2. ⓐ

9시

8시 30분

11시

3시 30분

6시 20분

7시 50분

정오

자정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1) 11:30

2) 12:00

1. noon

정오

2. 4 o’clock

2. Wendy / Gloria

3. 7:30

4시

7시 30분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

2. 1) T 2) F

3. 3 o’clock

1. It’s 11 o’clock now! I’m late!
2. It’s 8 o’clock now! I’m late!

지금은 11시야! 난 늦었어!
지금은 8시야! 난 늦었어!

3. It’s two twenty now! I’m late! 지금은 2시 20분이야! 난 늦었어!
4. It’s ten forty now! I’m late!

→ Check the Scripts

지금은 10시 40분이야! 난 늦었어!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G You’re late! Hurry up!

1. ⓓ

2. ⓑ

3. ⓐ

5. ⓓ

6. ⓐ

7. ⓑ

B Okay, I will.

4. ⓑ

응, 그럴게.

2. G Oops! I’m so sorry!
B That’s okay.

너 늦었어! 서둘러!

이런! 정말 미안해!

괜찮아.

8. twelve fifteen / a quarter after twelve / 12:15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B

Wendy? What time is it now?

Mom

Ben, you’re late! Hurry up!

G1

It’s 11:30. Why, Charles?

Ben

Really? What time is it now?

B

I have the music club meeting at 12 o’clock.

Mom

It’s 9 o’clock!

G1

Oh, where do you meet?

Ben

Oh, no! School starts at 8:30!

B

At the fastfood restaurant in front of the school.

G1

Well, you’re late. Hurry up!

B

I will. Bye!

…
Ben

I’m sorry I’m late, Mrs. Simpson.

Ms. Simpson

…

That’s okay. Everyone is late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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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 everyone. I’m late! I’m really sorry.

G2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B

Thanks, Gloria. So, what do you want to eat?

B

Wendy? 지금 몇 시지?

G1

11시 30분이야, 왜, Charles?

B

나 12시에 음악 동아리 회의가 있거든.

G1

아, 어디서 만나는데?

B

학교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G1

음, 너 늦었어. 서둘러!

B

그러려고. 안녕!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1)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각은 4시이다.
2) 도서관에서의 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2시이다.
3. 도서관에서 있는 소년의 약속은 몇 시인가요?
→ 그 약속은 ______________________에 있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Every day my schedule is very busy! I get up at 7

…

a.m., and I take a shower. Then at seven thirty I eat

B

안녕, 여러분. 내가 늦었지. 정말 미안해.

G2

괜찮아. 걱정하지 마!

breakfast with my family. School starts at eight

B

고마워, Gloria. 그래서, 너 뭐 먹고 싶니?

fifteen and finishes at three fifteen. I usually get

★ meeting 회의

home at about 4 o’clock. But my day is not over! At

in front of ~ 앞에

six thirty we have dinner. I’m in bed by 9 o’clock.
1. 몇 시인가요? 시간을 그려보세요.

It’s a busy day, isn’t it?
매일 내 일정은 아주 바빠! 나는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 그

2. 다시 한번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런 다음, 7시 30분에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해. 학교는 8시 15분
에 시작해서 3시 15분에 끝나. 나는 보통 4시에 집에 와. 하지만
일과가 끝난 게 아냐! 우린 6시 30분에 저녁을 먹어. 나는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정말 바쁜 하루지, 그렇지 않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G

Hello, Parker? Where are you?

B

Home. Why?

G

We have a meeting at the school library. Don’t

★ schedule 일정

you remember? You’re late. Hurry up!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be over 끝나다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2시 30분 / 7시 15분 / 11시 15분 전(10시 45분)

B

Library?

G

Yes!

B

Oh-oh. What time is it now?

G

It’s 4 o’clock!

B

Oh, no. One hour late. I’m so sorry, Liz.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G

That’s okay. Just hurry, okay?

1.

B

Okay! I will!

2. 영화 – 오전 11시 / 학교 – 오전 8시 / 콘서트 – 오후 7시
파티 – 오후 9시

ⓐ It’s two thirty.

G 여보세요, Parker? 너 어디에 있니?

ⓑ It’s quarter after two.

B 집에. 왜?

ⓒ It’s half past two.

G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회의가 있잖아. 기억 안나? 늦었어!

ⓓ It’s quarter to three.

서둘러!
B 도서관?

ⓐ 2시 30분이다.

ⓑ 2시 15분이다.

G 그래!

ⓒ 2시 30분이다.

ⓓ 3시 15분 전(2시 45분)이다.

B 아아. 지금 몇 시지?
G 4시야!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B 아, 이런. 한 시간이나 늦었네. 정말 미안해, Liz.

2.

G 괜찮아. 그냥 서두르기나 해, 알았지?

You’re late. Hurry up!

B 응, 그럴게!

너 늦었어. 서둘러!

★ remember 기억하다
1. 소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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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는 안 늦었어.

ⓑ 응, 그럴게.

ⓒ 괜찮아.

ⓓ 3시에 있어.

3.

No way! I have to meet Emily at 12:30 at the

B

I’m sorry, I’m late.

library!

늦어서 미안해.

W

ⓐ 괜찮아.

ⓑ 안됐구나.

ⓒ 음, 그저 그래.

ⓓ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B

B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Don’t be in a hurry. Take your time.
Okay, Mom.

아,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W 좋은 아침? 좋은 오후는 어때?

4.

B

좋은 오후요? 음, 왜요? 지금이 몇 시인데요?

Oh, no! I’m late! The concert starts at half past

W Judd, 벌써 12시 15분이란다.

four. But it is already quarter to five. I have to

B 말도 안돼요! 12시 30분에 도서관에서 Emily를 만나야 하는데!
W 서두르지 말거라. 천천히 해.

hurry! I hope I can see the concert!

B

알겠어요, 엄마.

아, 이런! 늦었다! 콘서트는 4시 30분에 시작하는데. 하지만 벌써
4시 15분 전(3시 45분)이야. 난 서둘러야만 해. 콘서트를 볼 수

7. Judd의 엄마는 그에게 뭘 하라고 말하나요?

있기를 바라!

ⓐ 그녀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한다.
ⓑ 그녀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한다.

D 잘 듣고, 다음에 올 말을 고르세요.

ⓒ 그녀는 그에게 Emily를 만나라고 말한다.

5.

ⓓ 그녀는 그에게 도서관에 가라고 말한다.
G

Jack! You’re late for the baseball game. Hurry

8. 대화 상황에서 현재 몇 시인가요?

up!
B

Really?

G

Yes, really.

B

Well, what time is it now?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시입니다.

G Jack! 너 야구 시합에 늦었어. 서둘러!
B 정말?
G 응, 진짜야.
B 음, 지금 몇 시지?
ⓐ 응, 그럴게.
ⓑ 걱정 마. 천천히 해.
ⓒ 난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
ⓓ 어디 보자. 정오야.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Today, my birthday party starts at one o’clock.
Right now, it’s half past eleven. I’m so excited! I
want to get a lot of nice presents!
오늘 내 생일 파티는 1시에 시작돼. 지금은 11시 30분이야. 난
정말 신나! 난 좋은 선물을 많이 받고 싶어.
Q. 파티는 몇 시에 시작되나요?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B
W
B

Oh, good morning, Mom!
Good morning? How about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Um, why? What time is it
now?

W

Judd, it’s already quarter af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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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about you?
I like going to the shopping mall on the

Lisa

weekend.
Shawn 넌 몇 시에 일어나니, Lisa?
Lisa

음, 주중엔 7시 30분에 일어나.

Shawn 주말엔 어때?
Lisa

나는 늦게 일어나는 게 좋아. 9시나 10시쯤.

Shawn 맞아, 나도.
Lisa

넌 주말에 뭐해?

Shawn 주말에는 숙제를 하고 남동생(형)이랑 비디오 게임을 해.
너는?
Lisa

A 1. ⓒ

2. ⓑ

B

1–4–3–2

C

1. ⓑ

나는 주말에 쇼핑몰에 가는 걸 좋아해.

★ shopping mall 쇼핑몰

3. ⓐ

2. ⓑ

일어나다

샤워를 하다

점심을 먹다

집에 도착하다

숙제를 하다

저녁을 먹다

TV를 보다

잠자리에 들다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1) 6

2) 8

1. eat lunch
2. get up

2. 1) 3:30 5:00

점심을 먹다

일찍 일어나다

3. get home

집에 도착하다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

2. 1) F 2) F

3. 6 hours

1. I eat lunch at noon.

난 정오에 점심을 먹어.

2. I go to bed at ten thirty.

난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3. I take a shower at 7 a.m.

난 7시에 샤워를 해.

4. I do my homework at six thirty.

→ Check the Scripts

난 6시 30분에 숙제를 해.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What time do you go to sleep?

넌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G I usually go to sleep at 11 p.m.

1. ⓒ

2. ⓒ

3. ⓐ

4. ⓓ

5. ⓐ

6. ⓓ

7. ⓑ

8. eats lunch

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2. G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B I like watching TV.

넌 주말에 뭘 하니?

난 TV 보는 걸 좋아해.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Shawn
Lisa

What time do you get up, Lisa?
Well, on weekdays I get up at seven thirty.

G

Hey, Brent.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Shawn

What about on the weekend?

B

I usually meet friends or play soccer.

Lisa

I like to sleep late. Maybe nine or ten a.m.

G

Nice. What about weekdays? What time do you

Shawn

Yeah, me too.

Lisa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B

Oh, usually three thirty. And you, Angie?

Shawn

On the weekend, I do my homework and

G

Usually about 5 p.m.

play video games with my brother. How

B

Then,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get home fro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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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y family eats late – usually around 8 p.m.

B

Wow! We always eat at 6.

3. 소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나요?
→ 소녀는 하루에 __________________ 시간을 잡니다.

G 야, Brent. 넌 주말에 뭐해?
B 난 보통 친구들을 만나거나 축구를 해.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멋지구나. 주중에는? 학교에서 집에 몇 시에 가?
B 아, 보통 세시 반에, 너는, Angie?

Hi, I’m Richard. Let me tell you my daily life. I get

G 대개 5시쯤.

up every morning at half past seven. I eat breakfast

B 그러면, 저녁은 몇 시에 먹니?
G 우리 가족은 저녁을 늦게 먹어. 대개 8시쯤.

at 8. School starts at nine a.m., and I get home at

B 와! 우리는 항상 6시에 먹어.

about 3:30 every day. After school, I usually meet

★ about 약, 대략

my friends. We like playing soccer and basketball

around ~쯤

together. I have dinner at 6 p.m. And I do my
1. 그들은 몇 시에 저녁을 먹나요? 올바른 정답에 체크하세요.

homework and watch TV until 10 p.m. I go to sleep
at 10:30.

2. 다시 한번 듣고, 시간을 그리세요. 그들은 몇 시에 집에 오나요?

안녕, 난 Richard야. 내 일상 생활에 대해 말해줄게. 나는 매일
아침 7시 30에 일어나. 나는 8시에 아침을 먹어. 학교는 9시에
시작하고 매일 3시 30분에 집에 와. 방과후에 난 보통 친구들을
만나. 우리는 함께 축구와 농구 하는 걸 좋아해. 나는 6시에 저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녁을 먹어. 그리고 숙제를 하고 10시까지 TV를 봐. 난 10시 30
B

Hi, Ashley. You look tired!

분에 잠자리에 들어.

G

Yes, I am. I’m very busy these days.

★ daily life 일상 생활

B

Busy? Why? What do you do after school?

G

I usually study at the library. And after doing my

until ~까지

homework, I go to sleep at midnight.
B

Then, what time do you get up?

G

On weekdays, I get up at 6 a.m.

B

That’s early!

G

What about you, Roberto?

B

Well, I usually get up at 8:30! And I am always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1. 세수를 하다 / 피아노 수업에 가다 / 간식을 먹다 / 운동을 하다
2. 휴식 취하기 / 박물관 가기 / 책 읽기 / 영화 보기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1.

late for school!

ⓐ He takes a shower at 3:30.

B 안녕, Ashley. 너 피곤해 보인다!
G 응, 맞아. 요즘 너무 바쁘거든.

ⓑ He does his homework at 4 p.m.

B 바쁘다고? 왜? 넌 방과 후에 뭐하니?

ⓒ He has dinner at 6 p.m.

G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 그리고 숙제를 한 다음에 한밤중에

ⓓ He gets home at 4 p.m.

자러 가.

ⓐ 그는 3시 30분에 샤워를 한다.

B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는데?

ⓑ 그는 4시에 숙제를 한다.

G 주중에는 6시에 일어나.

ⓒ 그는 6시에 저녁을 먹는다.

B 일찍 일어나네!

ⓓ 그는 4시에 집에 간다.

G 너는 어떠니, Roberto?
B 음, 난 보통 8시 30분에 일어나. 그리고 언제나 학교에 지각

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하지!
★ early 이른, 일찍

2.

be late for ~에 늦다

What time do you have lunch?
1. 소녀는 방과후에 무엇을 하나요?

너는 점심을 몇 시에 먹니?
ⓐ 나는 점심으로 피자가 좋아.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 나는 6시에 일어나.

1) 소녀는 주중에 5시 30분에 일어난다.

ⓒ 보통은 12시 30분에.

2) 소년은 주중에 7시에 일어난다.

ⓓ 아니, 그렇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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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말하는 이는 학교에 몇 시에 도착하나요?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뭐하니?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 나는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해.

B

ⓑ 나는 5시에 가.

Hey, Lisa. What time do you have lunch at
school?

ⓒ 그래, 난 주말이 정말 좋아!
ⓓ 난 너무 바빠!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4.

G

We eat lunch at 1 p.m.

B

Ha-ha! We eat at 11 a.m.

G

Yeah, you’re lucky.

B

My friend Dave loves the weekends. He always

What time does class finish?

G

plays basketball or rides his bike. He also sleeps

We go home at 2 p.m.

B

late on the weekend. He says he gets up at

2 p.m.! We cannot go home until 3!

G

lunchtime!

Now I’m the lucky one!

B

You really are!

내 친구 Dave는 주말을 정말 좋아한다. 그는 항상 농구를 하거

B 이봐, Lisa. 넌 학교에서 몇 시에 점심을 먹니?

나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그는 주말에는 늦잠을 잔다. 그는 점

G 우리는 1시에 점심을 먹어.

심 때 일어난다고 말한다.

B 하하. 우리는 11시에 먹어.
G 그래, 넌 운이 좋구나.

Q. Dave의 주말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 수업은 몇 시에 끝나?
G 우린 2시에 집에 가.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B 2시! 우린 3시까지 집에 못 가!

5.

G 이제 내가 행운아군!
G

Hey, Lee.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

B

I like playing with my dogs at the park on the

B 정말 그렇네!
7. Lisa의 학교는 몇 시에 끝나나요?

weekend.
G

You have dogs!

B

Yes! Three!

8. 소년은 왜 "운이 좋은"가요?
→ 소년은 일찍 __________________________하기 때문에 운이
좋습니다.

G 저기, Lee. 넌 주말에 뭐하니?
B 난 주말에 공원에서 우리 개랑 노는 걸 좋아해.
G 너 개가 있구나!
B 그래! 세 마리가 있어!
Q. Lee는 주말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좋아한다.
ⓐ 반려동물들과 노는 것
ⓑ 개들을 목욕시키는 것
ⓒ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
ⓓ 늦잠 자기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Every morning I eat breakfast at 8 a.m. Then, I go
to school at 8:30. It only takes 10 minutes to walk
to school. Sometimes my friend Sarah walks with
me.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아침을 먹는다. 그런 다음 8시 30분에 학
교에 간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가끔씩
내 친구 Sarah가 나와 함께 걸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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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A soccer ball! Thanks so much, Sandra!

Adam

Happy birthday, Adam!

Sandra
Adam

Sandra, 난 생일 파티를 할거야!

Sandra 멋지다! 파티는 언제니?
Adam

금요일 5시. 너 올래?

Sandra 당연하지! 가고 싶어!
…
Adam

안녕, Sandra. 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Sandra

음, 초대해줘서 고마워. 와 이 파티는 훌륭하구나! 여기
네 꺼야, Adam!

Adam

축구공! 정말 고마워, Sandra!

Sandra 생일 축하해, Adam!

A

1. ⓑ

2. ⓒ

B

1–3–4–2

C

1. ⓑ

★ thank you for ~에 대해 감사하다

3. ⓐ

2. ⓑ

invite 초대하다

생일 파티

분장 파티

핼러윈 파티

깜짝 파티

송별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내 신년 파티에 올래?
– 물론이지! 재미있을 것 같다! / 미안하지만 못 가.

1. 1) Jenny

2) Friday

2. 1) surprise party

2) 7 p.m.

A 잘 듣고, 연결하세요.
1. Halloween party
2. birthday party

1. ⓒ

2. 1) F 2) F

핼러윈 파티
생일 파티

3. Christmas party

3. grandmother’s

크리스마스 파티

B 잘 듣고,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1. I’m going to have a new year’s party.

→ Check the Scripts

나는 새해 파티를 할거야.
2. I’m going to have a farewell party.
나는 송별 파티를 할거야.

1. ⓐ

2. ⓒ

3. ⓑ

4. ⓑ

5. ⓓ

6. ⓒ

7. ⓑ

8. farewell party

3. I’m going to have a costume party.
나는 분장 파티를 할거야.
4. I’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나는 생일 파티를 할거야.

C 잘 듣고, 대화에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1. B Will you come to my party?

잘 듣고, 번호를 쓰세요. 누가 한 말인가요?

G I’m sorry, but I can’t.
Adam
Sandra
Adam
Sandra

Sandra, I’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2. G When is the party?

Sandra

토요일 7시야.

Friday at 5 p.m. Will you come?
Of course! I’d love to come!

…
Adam

파티는 언제니?

B It’s Saturday 7 p.m.

Sounds fun! When is the party?

너 내 생일 파티에 올래?

미안하지만 못 가.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Hi, Sandra. Thank you for coming to my
party.

G

Hi. Will you come to my surprise party?

Well, thank you for inviting me. Wow, this

B

When is it?

party is wonderful! Here, this is for you,

G

It’s Friday night.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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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re. I’d love to come. Who is the party for?

G

It’s for Jenny. It’s her birthday!

B

Oh, that’s right! Well, thank you for inviting me!

G

Of course, Matthew!

B

Oh. What time is the party?

G

It’s at 7 p.m.

2. 다시 한번 듣고,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하세요.
1) Alice를 위한 송별 파티는 일요일에 있다.
2) 소년은 송별 파티에 갈 수 있다.
3. 소년은 다음 주 토요일에 어디에 가나요?
→ 그는 그의 __________________에 갑니다.

G 안녕. 너 내 깜짝 파티에 올래?
B 언제인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G 금요일 저녁이야.
B 그래. 가고 싶어. 누굴 위한 파티야?

My friend Seth is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G Jenny를 위한 거야. 걔 생일이거든.

He is 12 years old today. The party starts at 2

B 아, 맞다! 음, 초대해 줘서 고마워.
G 당연하지, Matthew!

o’clock. I want to give him a new baseball glove. So,

B 아. 파티는 몇 시니?

I must go buy one for him now. My mother says a

G 7시야.

sweater is a nice gift. But, I don’t think so. Seth has
so many sweaters already! And, he really wants a

1. 파티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체크하세요.

new baseball glove. I hope I can get a nice one for
him.

2. 다시 한번 듣고, 빈칸에 올바른 정보에 체크하세요.

내 친구 Seth는 파티를 할 거야. 그는 오늘 12살이 되었어. 파티
는 2시에 시작해. 난 그에게 새로운 야구 글러브를 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그를 위해 야구 글러브를 사러 가야만 해. 우리 어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B

Thank you for coming to my party, Amanda.

G

Thanks for inviting me, Josh.

B

Your costume is great! You really look like a

머니는 스웨터가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셔.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Seth는 이미 스웨터가 너무 많은걸! 그리고 그는
새 야구 장갑을 정말 가지고 싶어 해. 나는 그를 위해 좋은 글
러브를 살 수 있기를 바라.
★ baseball glove 장갑

witch.
G

Thanks. Your Batman costume is nice too.

B

Oh, do you know Alice is going to move to
새 표현들을 이용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another city?
G

1. 스웨터 / 야구 글러브 / 보드 게임 / 머리핀

Yes. Actually, I’m going to have a farewell party

2. 포틀럭(각자 음식을 준비해와서 나눠먹는) 파티 / 파자마 파

for her. Will you come? It’s on Saturday.
B

sweater 스웨터

티 / 바비큐 파티 / 수영장 파티

Oh, I’m sorry, but I can’t. I’m going to my
grandmother’s.

G

That’s too bad.

A 잘 듣고, 그림을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문장을 고르세요.

B 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Amanda.

1.

G 초대해줘서 고마워, Josh.

ⓐ It’s a birthday party.

B 네 의상 멋지다! 정말 마녀 같아 보여.
G 고마워. 네 배트맨 의상도 멋져.

ⓑ It’s a farewell party.

B 아, 너 Alice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니?

ⓒ It’s a pool party.

G 응, 사실, 난 걔를 위해 송별 파티를 하려고 해. 너 올래? 토

ⓓ It’s a potluck party.

요일에 있어.

ⓐ 생일 파티이다.

B 아, 미안하지만 안되겠어. 할머니 댁에 갈 거거든.
G 유감이구나.

ⓑ 송별 파티이다.

★ witch 마녀

ⓓ 포틀럭(각자 음식을 준비해와서 나눠먹는) 파티이다.

ⓒ 수영장 파티이다.

1. 대화의 주인공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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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잘 듣고,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모두 여기에 있네! Lisa가 저기에 있구나. 안녕, Lisa! 아, 그리고

2.

말이야, Wesley. 이거 네 거야. 비디오 게임이야.
Q. 누구의 파티인가요?

When is the party?

F 잘 듣고, 7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에 답하세요.

파티는 언제니?
ⓐ 그건 깜짝 파티야.
ⓑ 내 남동생 Ted를 위한 거야.
ⓒ 다음주 금요일 밤이야.
ⓓ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3.

Will you come to my party?
내 파티에 올래?
ⓐ 아니, 그렇지 않아.

G

Hey, Kenneth! I have a great idea!

B

What is it, Chloe?

G

Cindy is going to move to another city.

B

Yes, I know.

G

Let’s have a farewell party for her next Friday!

B

A surprise party? That sounds great!

G

But we need more help to plan the party.

B

Yeah, I know. There’s Jasmine over there. How
about her?

ⓑ 난 이미 계획이 있어.
ⓒ 파티는 내일이야.

G

ⓓ 아마 넌 올 수 있을 거야.

Perfect!

G 있잖아, Kenneth! 나 좋은 생각이 있어.
B 그게 뭔데, Chloe?

C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G Cindy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거래.

4.

B 응, 알고 있어.

Hi, guys. I’m at my friend Olivia’s pool party today.

G 다음주 금요일에 걔를 위해 송별 파티를 하자!

It’s perfect weather for it! Sunny and warm!

B 깜짝 파티? 좋은 생각이야!
G 그렇지만 우린 파티를 계획하기 위해 도움이 더 필요해.

Everyone is going to have a great time!

B 그래, 알아. 저기 Jasmine이 있다. 걔는 어때?

안녕, 얘들아. 난 오늘 내 친구 Olivia의 수영장 파티에 와 있어.

G 아주 좋아!

수영장 파티를 하기에 완벽한 날씨야! 화창하고 따뜻해! 모두 즐
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7. 그들은 언제 파티를 하나요?

D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 이번 주 금요일

ⓑ 다음주 금요일

ⓒ 이번 주말

ⓓ 내일

5.
B

8. 무슨 종류의 파티인가요?

Britt, thank you for inviting me. This party is

→ 그것은 Cindy를 위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so nice.
G

Thank you for coming, Colin.

B

This hairpin is for you.

G

Wow, it’s really pretty .Thank you so much.

B Britt,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 파티는 정말 멋지다.
G 와줘서 고마워, Colin.
B 이 머리핀은 널 위한 거야.
G 와,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 미안하지만 안되겠어.

ⓑ 정말 멋지다!

ⓒ 너 올래?

ⓓ 천만에.

E 잘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6.

Hello, Wesley.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Wow! All of our friends are here!
There is Lisa over there. Hi, Lisa! Oh, and Wesley.
This is for you. It’s a video game!
안녕, Wesley. 네 파티에 날 초대해줘서 고마워. 와! 우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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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4

ⓒ The birthday party is fun!
ⓓ He’s at a costume party.
ⓐ 수영장 파티는 토요일에 있다.

A

ⓑ 그는 깜짝 파티에 있다.

1. 8:30 / 6:20

ⓒ 생일 파티는 재미있다!

2. get up / get home

ⓓ 그는 변장 파티에 있다.

3. take a rest / exercise
4. costume party / pool party

3.

5. sweater / board game
4. ⓒ

ⓐ She plays with friends after school.

B

1. ⓑ

2. ⓕ

3. ⓔ

5. ⓓ

6. ⓐ

C

1. ⓓ

2. ⓒ

3. ⓓ

D 1. ⓒ

2. ⓑ

3. ⓓ

E

1. ⓓ

2. ⓒ

F

1. ⓑ

2. ⓓ

3. ⓓ

ⓑ 그녀는 방과후에 저녁 식사를 한다.

G

1. ⓒ

2. ⓒ

3. ⓐ

ⓒ 그녀는 방과후에 잠을 잔다.

ⓑ She has dinner after school.
ⓒ She sleeps after school.

4. ⓑ

5. ⓐ

ⓓ She does homework after school.
ⓐ 그녀는 방과후에 친구들과 논다.

ⓓ 그녀는 방과후에 숙제를 한다.

H →Check the Scripts

D 잘 듣고, 가장 어울리는 응답을 고르세요.
1.
B

Hey, Justine. When is your birthday party?

A 잘 듣고, 들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세요.

ⓐ Yes, he can go to the party.

1. eight thirty 8시 30분 / six twenty 6시 20분

ⓑ It’s Sunday today.

2. get home 집에 도착하다 / get up 일어나다

ⓒ Oh, it’s next Saturday.

3. exercise 운동하다 /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

ⓓ Congratulations.

4. costume party 분장 파티 / pool party 수영장 파티
5. board game 보드 게임 / sweater 스웨터

B 야, Justine. 네 생일이 언제니?
ⓐ 응, 그는 파티에 갈 수 있어.

B 잘 듣고, 알맞은 그림에 ⓐ부터 ⓕ까지 쓰세요.

ⓑ 오늘은 일요일이야.

ⓐ midnight 한밤중

ⓒ 아, 다음주 토요일이야.

ⓑ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

ⓓ 축하해.

ⓒ museum 박물관
ⓓ Halloween 핼러윈

2.

ⓔ pajama party 파자마 파티

G

ⓕ concert 콘서트

When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 Every day.

C 잘 듣고,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 Usually at 7 a.m.

1.

ⓒ On Tuesday and Friday.
ⓐ It’s half past 11.

ⓓ It’s 4:30 p.m.

ⓑ It’s 11 o’clock.

G 너는 매일 언제 아침 식사를 하니?

ⓒ It’s 11:50.

ⓐ 날마다.

ⓑ 보통 7시에.

ⓓ It’s quarter past 11.

ⓒ 화요일과 금요일에.

ⓓ 4시 30분에.

ⓐ 11시 30분이다.

ⓑ 11시이다.

ⓒ 11시 50분이다.

ⓓ 11시 15분이다.

3.
B

Claire? What time is our English test?

ⓐ We have English on Monday.

2.

ⓐ The pool party is on Saturday.

ⓑ They have an English test.

ⓑ He’s at a surprise party.

ⓒ It’s a quarter to 10 now.
ⓓ The test is at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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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laire? 우리 영어 시험이 몇 시야?

G 알았어. 고마워, David. 나중에 보자!

ⓐ 우린 월요일에 영어 수업이 있어.
ⓑ 그들은 영어 시험이 있어.

Q. 대화 상황에 일치하는 것은?

ⓒ 지금은 10시 15분 전(9시 45분)이야.
ⓓ 그 시험은 9시 45분에 있어.

2.
G

4.
G

Kevin? What do you do on the weekends? Play
soccer?

Will you come to my pool party Sunday,

B

Roberto?

I can’t play soccer. But every Saturday I play
baseball.

ⓐ I go to school every day.

G

That sounds like fun. What about Sunday?

ⓑ I’m afraid I can’t. I have a test on Monday.

B

On Sundays, I stay home and do homework
and watch television.

ⓒ Thank you for coming to my party.
ⓓ This party is really fun.

G Kevin? 넌 주말에 뭐하니? 축구를 하니?
B 난 축구 못해. 하지만 매주 토요일에 야구를 해.

G 너 일요일에 있는 내 수영장 파티에 올래, Roberto?

G 재미있겠다. 일요일은?

ⓐ 나는 매일 학교에 가.

B 난 일요일마다 집에 있으면서 숙제를 하고 TV를 봐.

ⓑ 미안하지만 안되겠어. 월요일에 시험이 있거든.
ⓒ 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F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 이 파티는 정말 재미있어.

1.
5.
B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Susan?

ⓐ Lots of things – shopping, movies, meet
friends…
ⓑ I get up early on weekdays.

ⓓ 나도 마찬가지야!

E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B

Here. Don’t forget your books!

G

Right. Thanks, David. See you later!

B

Great! 4 p.m. at my house. See you then!

ⓐ 화요일 3시

ⓑ 목요일 4시

ⓒ 내일 4시

ⓓ 오늘 4시 30분

Every morning I’m very busy! I get up early – at
about 5:15 every morning. I take a shower. Then, I
eat breakfast at 5:45. I catch the school bus at 6. I
get to school at 6:45. My classes start at 7:05. I’m

late!
Oh no! Okay, I will hurry.

Sure. I’d love to!

2.

1.

G

G

Q. 소년의 파티는 언제인가요?

ⓒ 난 보통 1시에 점심을 먹어.

Well, it’s eleven fifteen. Hurry up! You’re really

It’s Thursday afternoon. Can you come?

B 좋아! 4시에 우리 집이야. 그때 봐!

ⓑ 난 주중에 일찍 일어나.

B

B

G 응. 가고 싶어!

ⓐ 많은 것을 하지. 쇼핑, 영화, 친구 만나기…

Yes, why? What time is it now?

Wow. When is the party?

B 목요일 오후야. 너 올 수 있니?

B 넌 주말에 보통 뭘 하니, Susan?

G

G

G 와. 그 파티는 언제인데?

ⓓ That’s me too!

Karen. Don’t you have class at eleven o’clock?

Hi, Liz. I’m going to have a pool party!

B 안녕, Liz. 난 수영장 파티를 열거야.

ⓒ I usually eat lunch at 1 p.m.

B

B

really busy, aren’t I!
매일 아침 난 너무 바빠! 난 매일 아침 5시 15분쯤에 일찍
일어나. 난 샤워를 해. 그런 다음 5시 45분에 아침 식사를 해.
6시에 학교 버스를 타. 학교에는 6시 45분에 도착해. 수업은 7시
5분에 시작해. 나 정말 바쁘지, 그렇지 않아?

B Karen, 11시에 수업이 있지 않았니?
G 응, 왜? 지금 몇 시인데?
B 음, 11시 15분이야. 서둘러! 넌 정말 늦었어!

Q. 그가 학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G 아, 안 돼! 좋아. 서둘러야겠다.

ⓐ 30분

B 여기. 네 책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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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분

ⓒ 40분

ⓓ 45분

3.

ⓓ Richard는 파티가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도서관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Hello, friends. I’m going to have a costume party

ⓐ 10분

this Saturday night. I want you all to come! The
party starts at 6 p.m. It finishes at 9 p.m. You must

사용하세요.

forget, and see you on Saturday!
안녕, 친구들. 난 이번 주 토요일 밤에 분장 파티를 하려고 해.
난 너희 모두가 왔으면 좋겠어. 파티는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 넌 분장 의상을 입고 와야 하고 간식을 가져와야 해.
그러니까 잊지 말고 토요일에 보자!

Q.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핼러윈 파티이다.
ⓑ 친구들은 선물을 가져와야 한다.
ⓒ 파티는 일요일에 있다.
ⓓ 친구들은 의상을 입고 와야 한다.

G 잘 듣고,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답하세요.
Brenda! Thanks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G

Of course, Richard!

B

This is for you. It’s a sweater.

G

How nice of you! Thank you so much!

B

You’re welcome, Brenda. Um, what time is it?

G

Let’s see. It’s 7:45 p.m. Why?

B

Oh, no! I have to meet my mom!

G

What time? Where?

B

7:40 at the library.

G

The library. That’s 10 minutes from here. Hurry
up!

B

ⓒ 20분

ⓓ 1시간

H 다시 한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상자 속의 단어를

wear a costume and bring a snack. So, don’t

B

ⓑ 15분

I will! Sorry I have to go! Bye!

B Brenda! 네 생일 파티에 날 초대해줘서 고마워!
G 당연한 거지, Richard!
B 이건 널 위한 거야. 스웨터야.
G 너 정말 친절하구나! 정말 고마워.
B 천만에, Brenda. 음, 지금 몇 시니?
G 어디 보자. 7시 45분이야. 왜?
B 아, 이런! 난 우리 엄마를 만나야 해!
G 몇 시에? 어디서?
B 7시 40분에 도서관에서.
G 도서관이라. 여기서 10분 걸려. 서둘러!
B 그럴게! 미안하지만 가봐야겠다! 안녕!
1. Richard는 Brenda에게 어떤 선물을 주나요?
2. 이 대화에서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Richard는 파티에 늦었다.
ⓑ Richard는 Brenda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다.
ⓒ Richard는 엄마를 만나는데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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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
Unit 01
A 1. 캐나다 2. 친구 3. 만나다

Unit 04
4. 나라들

A 1. 누구의 2. 내 것 3. ~ 옆에 4. 찾다 5. 지갑

5 선생님

B 1. mine 2. find 3. Whose 4. wallet 5. next to

B 1. Canada 2. meet 3. countries 4. teacher

C 1. d 2. c 3. e 4. a 5. b

5. friend

D 1. cell phone 2. dictionary 3. shoes 4. scissors

C 1. c 2. e 3. b 4. d 5. a

5. behind

D 1. France 2. Brazil 3. England 4. London 5. Paris

E

6. Toronto

E

6. between

1. where is, under the table, whose wallet, No
problem

1. Good afternoon, How, thanks, this is, Nice to, are

2. cannot find, in the box, right now, Is this

you from

3. that’s mine, anywhere, next to, You’re welcome,

2. today, not so good, this is, basketball team

pillow

3. fine, our class, from, United States, my friend,
Thank you

Unit 05
A 1. 계절 2. 왜 3. 왜냐하면 4. 밖에 5. 날씨

Unit 02

B 1. outside 2. Why 3. Because 4. weather

A 1. 사람들 2. 삼촌 3. 나이 든 4. 가족 5. 14

5. season

B 1. uncle 2. family 3. people 4. fourteen 5. old

C 1. e 2. b 3. a 4. d 5. c

C 1. a 2. d 3. e 4. c 5. b

D 1. warm 2. foggy 3. stormy 4. gardening
5. hiking

D 1. grandfather 2. cousin 3. aunt 4. sixty-two

E

5. eighteen 6. twelve

E

6. surfing

1. cold, cloudy, I love it, so much, Because,
summer the best

1. how old, How about you, are there, 6, too

2. weather is terrible, rainy, windy, very relaxing,

2. How many, How old, yours, 44, grandmother,

what, playing outside

72

3. How’s the weather outside, Cool, windy, Fall,

3. 5, any brothers, only, 11, happy with

summer, go swimming.

Unit 03

Unit 06

A 1. 가장 좋아하는 2. 오늘 3. 내일 4. 과목 5. 과학

A 1. 돕다, 도움 2. 원하다 3. 얼마나 많은 4. 달러

B 1. science 2. today 3. subject 4. favorite

5. 양파들

5. tomorrow

B 1. want 2. Onions 3. dollar 4. help 5. How many

C 1. d 2. a 3. c 4. b 5. e

C 1. b

D 1. art 2. Thursday 3. Wednesday 4. Tuesday

3. a

D 1. mushrooms

5. social studies 6. history

E

2. d

4. e

2. potatoes

5. 4 dollars and 50 cents

1. Today is, Do we have, really fun, good at

E

2. favorite subject, we don’t, what day, Tuesday,

4. c
3. spinach

4. corn

6. lettuce

1. Can I help you, some potatoes, on sale, ten dollars
2. do you want, six carrots, anything else, for three,

Right

I’ll take

3. are you, it is my, ready for, English test

3. a pumpkin, No, thanks, two dollars, I’ll get, one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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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Unit 10

A 1. 스포츠 2. ~하자 3. 놀다, 하다 4. 아이스 하키

A 1. 서두르다 2. 늦은 3. 시작하다 4. 시간 5. 한밤중

5. 가르치다

B 1. teach
C 1. c

B 1. start

2. play

2. a

3. d

D 1. badminton

3. ice hockey
4. b

4. Let’s

5. sport

C 1. a

5. e

2. volleyball

2. c

3. d

D 1. midnight
3. bowling

4. golf

5. movie

5. rollerblading 6. skiing

E

2. late

E

1. baseball, all kinds of, water sports, can you

3. time

4. midnight

5. Hurry

4. b

2. noon

3. half past 2

4. concert

6. 7 p.m.

1. Hurry up, What time, School starts, sometimes,
take a seat
2. Why, twelve o’clock, in front of, you’re late, Don’t

swim, great idea

worry

2. What’s your, play basketball, on TV, Let’s go

3. Where are you, four o’clock, One hour late, Just

and play

hurry

3. Let’s play tennis, not that good at, team sports,
pretty good

Unit 11

Unit 08

A 1. 주말 2. 일어나다 3. 보통, 대개 4. 오전

A 1. 부모님 2. 짧은 3. 머리카락 4. 그녀의 5. 딸

B 1. usually

B 1. short 2. parents 3. Her 4. daughter 5. hair

5. always

C 1. c 2. b 3. d 4. a 5. e
D 1. overweight

C 1. d

2. long hair

3. tall

E

3. a

4. c

3. get up

4. a.m

5. b

D 1. take a shower 2. get home 3. exercise

4.

4. taking a rest 5. reading books 6. watching

handsome
5. curly hair

2. e

2. weekend

movies

6. a beard

E

1. don’t worry, look like, what does, Is she tall,
maybe

1. on weekdays, sleep late, me too, do my homework,
shopping mall

2. What does she, blond hair, chubby, really short,

2. What do you do, three thirty, around eight p.m.,

introduce

always

3. husband, daughter, son, blue eyes, short brown

3. look tired, after school, go to sleep, That’s early,

hair

late for

Unit 09

Unit 12

A 1. 저녁 식사 2. 맛있는 3. 요거트 4. 건네주다

A 1. 생일 2. 파티 3. 선물 4. 언제 5. 의상, 분장

5. 맛이 나다; 맛보다

B 1. yummy
C 1. b

2. d

D 1. dessert
4. salty

E

2. pass
3. e

B 1. gift
3. taste
4. a

5. dinner

3. birthday

4. When

5. costume

C 1. a

5. c

2. roast chicken
5. spicy

4. yogurt

2. party
2. c

3. e

4. b

5. d

D 1. costume party 2. surprise party 3. farewell party

3. cheesecake

6. greasy

4. sweater 5. board game 6. potluck party

E

1. dinner taste, help yourself, some more salad,
getting full, apple pie

1. birthday party, Will you come, inviting me, this is
for

2. will you pass, more salad, one more, wonderful

2. When is it, party for, thank you for, What time

dinner

3. Thank you for coming, a witch, on Saturday, but

3. spaghetti, how does it taste, tasty, vegetables, I

I can’t

hav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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