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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수 및 난이도

지문의 단어수를 제시하고, 지문 난이도에 따라 ★★★(상), 

★★☆(중), ★☆☆ (하)로 표기하였습니다.

1 문제 유형

중등 내신 및 수능 문제 유형을 분석•제시하여, 중등 독해

의 완성과 수능 독해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매 CHAPTER 마지막 Unit은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5

짚어보기

본격적인 독해 전•후에, 지문을 빠르게 훑어보며 내용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2 상식 노트

지문과 관련된 상식을 넓혀주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추가적

으로 제공하였습니다.

6

흥미롭고 수준 높은 지문

자연, 문화, 인물, 과학, 환경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들

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해 실력 향상은 물론, 폭넓

은 지식과 상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어휘 노트

지문에 나오는 어휘 및 표현을 뜻과 함께 익힘으로써 독해

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7

문법 노트 및 문법 확인

개정 교과 과정의 핵심 문법을 정리하여 각 지문에 수록하

였습니다. 예문과 함께 정리된 문법 노트와 문법 확인 문제

는 내신 문법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해답 9쪽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종류의 간식
②	세계의 식용 곤충과 그 음식들
③	곤충을 파는 가게
④	곤충의 신기한 능력
⑤	지구상에 있는 곤충의 종류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fresh  	 ②	dried  	 ③	fried  
④	edible  	 ⑤	boiled  

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개)

①	지구상에 약 2,000개의 식용 딱정벌레가 있다. 
②	식용 곤충은 건강에 좋지 않다. 
③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곤충을 음식으로 먹지 않는다. 
④	몇몇 일본 식당은 튀긴 메뚜기를 판다.
⑤	프랑스 사람들은 식전 음식으로 귀뚜라미를 먹는다. 

4 이 글의 밑줄 친 They are healthy의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대의 파악: 주제

빈칸 추론: 단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세부 사항: 내용 이해

be동사의 현재형 | 5행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am, are, is로 형태가 달라지며, ‘~이다, (상태가)~하다, ~있다’의 의미이다. 

be동사와 대명사를 어퍼스트로피(’ )와 함께 줄여 축약형으로 쓰기도 한다.

I am an artist. I’m creative. 나는 예술가이다. 나는 창의적이다.

They are creative. They’re artists. 그들은 창의적이다. 그들은 예술가들이다.

Ron is a soccer player. He’s in England. Ron은 축구 선수이다. 그는 영국에 있다.

Think of beetles, scorpions, spiders, and crickets. Do they sound 

yummy to you? Most of you probably answer no. However,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enjoy the taste of insects.

There are about 2,000 species of  insects worldwide.  

They are healthy because they are full of protein, fiber, good fats, and 

vitamins. Over two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often eat insects. 

In Japanese restaurants, some common menu items are fried 

grasshoppers and boiled wasp larvae. In France, people eat insects 

such as crickets as appetizers. There are some shops for edible insects. 

Their main products are insect snacks, insect candy, and cans of 

insects. A shop in the USA is famous for selling chocolate-covered 

ants and cricket lollipops.

Now what do you think of insects? 

Do you feel like trying a cricket lollipop?
*protein	단백질			**fiber	섬유질			***fat	지방

* ** ***

식용 곤충에게 이토록 큰 장점이?

곤충은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풍부하여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교했

을 때 단백질 함량도 비슷하다. 우리가 섭취

하기 위한 단백질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

해 소는 25킬로그램의 사료가 필요하지만, 

곤충은 2.1킬로그램의 사료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높아 영양적 

가치가 우수한 먹거리라 할 수 있다. 

cricket  귀뚜라미

sound  ~하게 들리다

insect  곤충 (=bug)

species  (생물의 분류단위)종

edible  식용의, 먹을 수 있는

healthy  건강에 좋은; 건강한

be full of ~로 가득 차다

billion  10억

common  흔한, 보통의

fried  (기름에) 튀긴

wasp  말벌

larvae  유충, 애벌레

appetizer  식전 음식

product  제품, 상품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문제. boiled  끓인, 삶은

05 Bugs in Your Food

129 words
난이도 

짚어보기

 6행 전 세계적으로 식용 곤충을 먹는 

사람들의 수에 밑줄 긋기

  11행 미국의 한 가게에서 파는 유명한 

식용 곤충 음식들에 밑줄 긋기

 5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good for your health

  

3

6

9

12

 문법확인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와 be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My mother / an announcer)  

 → 
(2) (These houses / 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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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Test

매 CHAPTER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 내용을 객관식 및 서술형 문제들을 통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 상승 노트

어휘력 강화를 위해 연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 혹은 관용구 학습 페이지를 

매 CHAPTER 별로 제공하였습니다.

     

동음이의어는 발음은 같으나 철자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영어에는 발음과 철자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음
이의어

by    ~옆에 

There is a house by the river. 

강 옆에 집이 한 채 있다.

buy    ~을 사다 

Rosie will buy a new dress. 

Rosie는 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so    정말(로), 너무나, 대단히 

The bookstore is so large. 

그 서점은 정말 크다. 

sew    바느질하다 

My sister knows how to sew. 

우리 언니는 바느질 하는 방법을 안다.

pore    (피부의) 땀구멍, 모공 

Rena has some large pores on her face. 

Rena의 얼굴에 몇몇 큰 모공들이 있다.

poor    서투른 

I am a poor swimmer. 

나는 서투른 수영선수다.

eight    8, 여덟 

Jamie is an eight-year-old girl.  

Jamie는 8살 소녀이다.

ate    먹었다 (eat의 과거형) 

We ate brunch last Sunday. 

우리는 지난 일요일에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meet    만나다   

Let’s meet at the party. 

파티에서 만나자.

meat    (식용하는 짐승 · 조류의) 고기 

My father is cooking meat on a grill. 

아버지는 석쇠 위에 고기를 굽고 계신다.

hour    한 시간 

It takes an hour to get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

our    우리[저희]의 

We put our toys in the box.  

우리는 그 상자에 장난감들을 넣었다.

30  Flying Reading Master 3

 해답 14쪽Review Test

1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ow do you like your eggs, boiled or ?

① sugar-free ② thick ③ baked ④ common ⑤ healthy

2	 밑줄	친	것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Our mission is to answer the riddle.

① reduce ② solve ③ replace ④ reach ⑤ contact

3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noodles          overf lowed          appetizers

(1) The river  because of heavy rain.
(2) Ramen is a kind of .
(3) Enjoy with bread and crackers as .

4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replace: to be used instead of something else
② discovery: information about something
③ display: the act of showing objects as decorations
④ customer: a person who buys things from a shop
⑤ fake: not true or real

5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eonardo da Vinci is  his paintings.
• New York is  the Statue of Liberty.

① comes from ② famous for ③ good for ④ sorry for ⑤ glad to

[6~8]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6 He ate (a bowl of / a pair of ) soup.

7 The magic hat (is full of / amount of) beans.

8 (Wipe off / Take off) the dust after cleaning your house.

Word & ExprEssion Grammar & structurE

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① The important thing is honesty.
② Simon and Dora are my best friends.
③ Mr. Kim is friendly to everyone.
④ Mr. and Mrs. Smith is my neighbors.
⑤ Terry’s dog is very clever and brave.

 10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There (is / are) fried eggs on the dish.
(2) There (was / is) a f lood in that town last year.

 11	 어법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likes baked potatoes,  he?

① does ② is ③ doesn’t ④ isn’t ⑤ can’t

 12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Mr. Nam and my classmates is watering a tree. → 
(2) You can speak French, can you? → 
(3) There was many people in the park yesterday. → 

	[13~15]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13 전 세계의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종종 곤충들을 먹는다.

(often / eat / around the world / insects / over two billion people)

 14 저는 가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Anderson씨를 초대했습니다. 

(Mr. Anderson / about fake foods / invited / I / to talk)

 15 그 결과, 국수는 그들의 원래 상태로 남게 되었다.

               (remained / in their original condition / the noodles / as a result)

cHaptEr 2 2928 Flying reading master 3

 Workbook

Unit별 한 페이지의 Workbook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한 지문을 바로 바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Sentence Completion

How Can I Be Popular?UNIT 01

Dictation

A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제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매우 인기가 있어요.

  is very popular. (of / my / one / classmates)

2	 저는 재미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보다 훨씬 키가 작아요.

  I’m not funny, and I’m . (than / shorter / him / much)

3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Respect yourself and do not  as others. (be / the / try / same / 
to)

B	 다음	문장을	구문	단위로	해석하시오.

  How can I / look better / and be popular / like him?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인기 있어 지다 / .

TR. 01

다음	지문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Dear Counselor, 
 One of my classmates is very popular. He’s funny, tall, good-looking, and smart. But I’m 
not funny, and I’m much shorter than him. I have (1)    
on my face, too. How can I look better and be popular like him?

Tim
Dear Tim, 
 Many teenagers have the same worries as you. Here is my advice. First, make sure you 
have good posture. You will look taller when you (2)   .
And do exercise and stretch. That will help you grow tall. For your pimples, you should 
use face wash and moisturizer every day. Pores with oil and dirt often cause pimpl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3)   . Respect yourself and do 
not try to be the same as others. Those are (4)    than 
your appearance.

Counselor

Workbook 1

One of my classmates

much shorter than him

try to be the same

lots of pimples

stand up straight

more

confidentbeto

much important

더 멋져 보이다 그처럼

 해답 38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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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어 It | 15행

주어가 길 경우,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인 to부정사구는 문장 끝에 쓴다.

To stay somewhere truly different is a special experience.
=   It is a special experience to stay somewhere truly different.  

정말로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Do you want to sleep on a bed under the ocean? Or stay in a hotel 

with giraffes? Those unique hotels make you feel refreshed.

The Manta Resort in Tanzania is a wonderful experience. It f loats 

on the water and has three levels. You can enjoy sunbathing on the 

roof, dining on the water, and sleeping underwater. 

The f loor and windows are made of glass. So you 

at beautiful tropical fish in all 

directions.

If you want to enjoy a safari, visit Giraffe 

Manor in Kenya. (A) Every day during breakfast 

and dinner, a herd of giraffes poke their long necks 

through the open windows. (B) They want to join you 

and share your meal! (C) It has something amazing for 

you.

It is a special experience to stay somewhere truly 

different. Why don’t you try it out?

01 Unique Hotels

139 words
난이도 

짚어보기

 5행 만타 리조트의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동그라미 하기

 9행 기린 마노에서 즐길 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하기

 7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of or from very hot 
par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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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2쪽

1 (A) ~ (C)를 글의 흐름에 알맞게 배열한 것은?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ry out   ② get tired   ③ clean up  
④ stay in   ⑤ get a closer look  

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만타 리조트는 물에 떠 있다.
② 만타 리조트에서 사파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③	만타 리조트의 3개의 층에서 각기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다.
④ 기린 마노는 케냐에 있다.
⑤ 기린 마노에서는 기린이 아침, 저녁 식사 때 찾아 온다.

4 이 글의 밑줄 친 unique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refreshed ② beautiful  ③ long
④ amazing ⑤ special

간접 쓰기: 글의 순서 배열

빈칸 추론: 구문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어휘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의 특이한 호텔 

Top 3

1.   포세이돈 언더씨 리조트: 남태평양 피지 

섬 해저 12미터에 있는 호텔로, 천장과 

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수족관에 있

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솔트 앤실 호텔: 스웨덴의 물 위에 떠 있

는 호텔로, 북유럽의 아름다운 바다와 수

면에 비치는 석양이 아름답다.

3.  그린 매직 트리 하우스: 인도 정글 한 가

운데 있는 호텔로, 지상 25미터 나무 위

에 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등유 

램프를 사용한다.

stay  머무르다

refreshed  상쾌한, 기분이 

새로워지는

level  (건물, 땅의) 층 (=floor)

sunbathe  일광욕을 하다

roof  지붕

dine  (잘 차린) 식사를 하다

underwater 부 수중에

get a closer look 더 가까이 보다

tropical  열대의

safari  사파리 여행

a herd of (가축의) 떼

poke  쑥 내밀다

truly 부 정말로, 진심으로

try out (시험적으로) 해 보다,  

시도해 보다

Unique Hotels

 문법확인

 주어진 문장을 가주어 it을 이용하여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To use a computer is easy.  
to use a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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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The Taj Mahal

3

6

9

12

145 words
난이도 

빈도부사 | 2행

동작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일반동사 앞, 조동사나 be동사 뒤에 쓴다.

(0%)   (100%)

 

never      rarely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전혀 ~않는  거의 ~않는 가끔 종종 주로 항상

Tom should always do his homework after school. Tom은 방과후에 항상 숙제를 해야 한다.

In the movie, the Sultan’s palace often appears. 영화에서, Sultan의 궁전이 종종 등장한다.

Anna is never late for school. Anna는 절대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는다.

Aladdin is a famous animated Disney film from 1992. In the movie, 

the Sultan’s palace often appears. It is based on a real building in India 

called the Taj Mahal.

The Taj Mahal means “Place of the Crown.” The emperor Shah 

Jahan(1592~1666) made it as a  for his wife, Mumtaz 

Mahal. She died in 1631 while she was giving birth to their 14th child. 

The Taj Mahal has beautiful domes and tall towers. To build the Taj 

Mahal, around 20,000 people and 1,000 elephants worked day and 

night for 22 years. In addition, white marble and various kinds of 

precious stones were used. Thanks to them, the Taj Mahal appears to 

change colors throughout the day. It looks pink in the 

morning, white during the day, and gold at night.

Every year, over 3 million people visit the Taj Mahal and 

admire its beauty.

짚어보기

 3행 영화 알라딘에서 술탄의 궁전이 

근거로 하고 있는 건축물에 

동그라미 하기

 9행 타지마할의 건설에 걸린 시간에 

동그라미 하기

  11행 타지마할의 색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하는지에 밑줄 긋기

  14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o think or say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very good

  

10 Flying Reading Master 4

04� Flying Reading Master SB.indd   10 2018. 2. 9.   �� 1:32



 해답 3쪽

The Taj Mahal

 문법확인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① Sally is usually at the library on Sunday.  
② Mr. Brown always gets up early.  
③ James and his family often go to the park.  
④ Jane sometimes is late for school.  
⑤ Alice never sleeps in class.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 movie based on the Taj Mahal  
② why the emperor made the Taj Mahal  
③ how the Taj Mahal was made  
④ the color of the Taj Mahal  
⑤ types of domes and towers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omb   ② bedroom   ③ hospital  
④ school   ⑤ garden  

3 다음 중 타지마할에 대한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영화 알라딘의 일부분이 그곳에서 촬영되었다.
② 아름답고 낮은 탑들이 있다.
③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④ 건설하는데 1,000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⑤ 날씨에 따라 색이 변한다.

4 이 글의 밑줄 친 them이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대의 파악: 주제

빈칸 추론: 단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지칭 추론

완벽한 기하학을 보여준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정면에서 보이는 중암 돔을 중심

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더

욱 아름답게 보인다. 또한, 건물을 환상적으

로 보여 주기 위해 바깥쪽으로 조금 휘어지

게 건축했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당시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진 발생 시에 무너지지 않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타지마할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거

대한 정사각형 정원은 수로와 길을 크게 넷

으로 나누고 각 공간은 그 안에서 다시 4등

분 되어 있다. 이는 완벽한 기하학을 완성한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palace  궁전

be based on ~에 기초하다, 근거하다

crown  왕관

emperor  황제

tomb  무덤

give birth to 출산하다, 새끼를 낳다

dome  돔, 반구형 지붕

tower  탑

in addition 게다가

marble  대리석

various  다양한, 여러 가지의

precious stone 보석용 원석

throughout the day 온종일

admire  칭찬하다; 존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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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Book

- Workbook

- Word Book

- Audio CD

- Answer Key

- Online Learning 

Components

- Systematic textbooks by level for each skill 

- Easy-to-learn blended learning approach

- Thoroughly self-directed brush-up vocabulary word book 

- Learner-tailored reading passages in various themes

- Interesting illustrations, chants, and phonics activities

- Abundant teaching resources for teachers 

- Includes tests to assess academic achievement 

Features

                                                  is optimized for ELT class in Elementary Schools. 
It helps students speak, listen, read, write and express English with 
con ce in and out of class with meticulously-structured systematic 
learning roadmap from phonics to English conversation.

Online resources: www. co.kr

Flying Phonics Flying English Flying Reading Flying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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