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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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확인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in her wedding dress!
 (beautiful / looks / she / how) 

	해답	10쪽05 Smart Animals

3

6

9

12

15

144 words
난이도

① People often wonder how smart animals can be. In order to find 

the answer, scientists studied animals and found out that some have 

amazing intelligence. 

② A few crows dropped stones into water in a jar and raised 

the water level. It sounds like Aesop’s fable The Crow 

and the Pitcher, but it really happened in a recent study. 

The hungry crows did that to get food as a reward. 

According to scientists, crows have a seven-year-old 

child’s intelligence. How brainy they are!

③ Unlike common thought, sheep have very good memories. A study 

of sheep reported that they can remember more than 50 other sheep’s 

faces. How amazing! ④ So when they meet 

in a field, they can recognize each other and 

sometimes form individual friendships.

⑤ Research shows that animals are much 

 than people think. Humans 

are not the only intelligent creatures on the Earth. 

짚어보기

4행	까마귀가 물이 든 병에 넣은 

것에 밑줄 긋기 

 11행	양이 기억할 수 있는 것에 밑줄 

긋기

 1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o have interest in 
knowing something  

The	Crow	and	the	Pitcher
<까마귀와	물병>	

The  Crow  and  the  Pitcher는 영리한 

까마귀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솝 우화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목마른 한 까마귀가 

물이 든 병을 발견하고 신이 났지만, 물은 

반만 채워져 있었고, 물병 입구가 너무 좁아 

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까마귀

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자갈을 물병에 집어

넣기 시작했고,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 마

침내 까마귀는 물을 마실 수 있었다. 

wonder  궁금해하다

find out ~을 알아내다

intelligence  지능

raise  올리다

water level  수위, 물의 높이

fable  우화

reward  보상

brainy  아주 똑똑한

unlike  ~와는 달리

memory  기억(력)

recognize  알아보다

form  형성하다

individual  개인의

creature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체

1	 이	글의	①	~	⑤	중,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2	 이	글에서	언급한	영리한	동물들의	능력을	모두	고르시오.	(2개)

①	the	ability	to	hide		 	 	 ②	understanding	human	words						
③	the	use	of	tools	 	 	 ④	showing	emotions		
⑤	a	good	memory	

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시오.	

(1)	까마귀의	지능은	7살	아이만큼	높지	않다.	
(2)	양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3)	지구상에서	영리한	존재는	인간뿐이다.	

4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smarter			 	 	 ②	stupider			 	 	 ③	brainier	
④	cleverer			 	 	 ⑤	more	intelligent

5	 이	글의	밑줄	친	did that이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대의	파악: 주제

세부	사항: 내용	이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빈칸	추론: 단어

지칭	추론

감탄문 | 9행

감탄문은 ‘정말 ~하구나’의 의미로 기쁨,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What + a (n) + 형용사 + 명사(+ 주어 + 동사) !

What a lovely day (it is) !  정말 멋진 날이야! 

•How + 형용사[부사](+ 주어 + 동사)!

How wonderful (the show is) !  그 쇼는 정말 멋지구나! 

How well (he speaks English) !  그는 참 영어를 잘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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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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고지서,	청구서

This bill is due on December 10.  

이 청구서 지불 기한은 12월 10일까지예요. 

❷	 (식당의)	계산서	

Could I have the bill? 

계산서를 주시겠어요? 

❸	 (국회에	제출된)	법안

The president signed the bill this week.  

대통령은 그 법안을 이번 주에 서명했다. 

❹	 지폐	

Can you lend me a one - dollar bill?

1달러만 빌려 줄 수 있니? 

❺	 (새의)	부리

The bird has a long, large bill.

그 새는 길고 큰 부리를 가지고 있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다의어라고 

부릅니다. bill은 흔히 ‘계산서’를 뜻하지만, 이 의미 이외에도 

문장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뜻:

bill

◆ split the bill   비용을 반으로 나누다

◆ foot the bill  비용을 부담하다 

◆ a half bill   50달러

◆ pass a bill  법안을 가결하다 

꼭 알아 두면

좋은 표현들!

54  Flying Reading Master 5

Review Test  해답 8쪽

1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the room with my sister. 

①	develop				 ②	participate		 ③	trust			 ④	choose			 ⑤	share

2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Don’t worry. I can easily change the batteries.

①	respond		 ②	block			 ③	donate	 ④	improve	 ⑤	replace

3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throughout attitude youth continuously 보기

(1)	My	teacher	scolded	me	because	I	had	a	bad	 .

(2)	As	I	studied	 	the	night,	I	feel	very	tired.		
(3)	I	was	receiving	phone	calls	 .

4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challenge:	something	that	is	hard	to	do
②	run: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③	advice:	a	suggestion	about	what	someone	should	do
④	offer:	to	become	used	to	something
⑤	alter:	to	change	something

5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t was hard for Mike to  a wheelchair. 
• How did you  your new school life? 

①	adjust	to	 ②	socialize	with	 ③	have	access	to		④	participate	in			⑤	go	through

[6-8]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6 The police failed to (put down / track down) the bank robber. 

7 People all (go through / respond to) different situations in life. 

8 We should (take steps / have access) to keep the environment clean. 

Word & ExprEssion Grammar & structurE

9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① Tom asked me to go to the movie theater. 
② My parents expected me to get a good grade. 
③ The doctor asked me get some rest. 
④ My mom encouraged me to study hard. 
⑤ Cindy asked me to go to China together with her. 

 10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Take	some	medicine	after	meals,	(and	/	or)	you	won’t	get	better.	
(2)	Hurry	up	for	the	class,	(and	/	or)	you	won’t	be	late.		

 11	 어법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washed my hands  I ate dinner. 

①	during	 ②	until	 ③	so				 ④	before		 ⑤	while

 12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I	fell	asleep	until	I	was	watching	a	movie.	 →	
(2)	Ken	encouraged	me	getting	a	new	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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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홈스쿨링을 한 학생들은 그들의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their peers / do not / homeschooled students / socialize with / seem to)

 14 영국에서 기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학교들이다.

  (participate in / in England / that / the most actively / donations / it is schools)

 15 멘토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멘티라고 불린다. 

   (is called / the person / a mentee / a mentor / learns from / who)

cHaptEr 1 1716 Flying reading master 5

 Workbook

Unit별 한 페이지의 Workbook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한 지문을 바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Sentence Completion

Why Do People Homeschool?UNIT 01

TR. 01Dictation

A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아이들은 괴롭히는 아이들이나 과도한 경쟁과 같은 학교의 부정적인 것들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다.

  Children  at school such as bullies and too much competition. 
(by / negative / are / things / less / affected)

2	 그들은 체육, 음악, 과학과 같은 과목을 위한 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They  for subjects such as P.E., music, and science. (school / 
do / have / to / facilities / access / not)

3	 게다가, 홈스쿨링을 한 학생들은 그들의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In addition, homeschooled students  their peers. (with / to / 
do / seem / socialize / not)

B	 다음	문장을	구문	단위로	해석하시오.

  Additionally, / a strong relationship develops / between parent and child / while they share the 
joys of everyday life.

 더욱이, /  / 부모와 아이 간에 / .

다음	지문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Some parents teach their children an academic curriculum at home (1)    

  to a regular school. This is called homeschooling. It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 primary benefit of homeschooling is the f lexible schedule in the curriculum. When children 
are good or bad at something, they can (2)  . Additionally, a strong 
relationship develops between parent and child while they share the joys of everyday life. Moreover, 
children (3)     negative things at school such as 
bullies and too much competition. 
 However, there is (4)   that children will receive a quality education 
since parents are not expert teachers. They also do not have access to (5)   
for subjects such as P.E., music, and science. They may therefore learn those subjects less efficiently. 
In addition, homeschooled students do not seem to socialize with their (6) . Although 
they have some friends in their neighborhoods, they may (7)    

 their friends attending schools.

Workbook 1

 해답 40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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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

6

9

12

144 words
난이도

How do you feel about waking up to the loud sound of an alarm clock? 

Most of you may not feel good. Then how would you like to wake up to 

the smell of bananas?

Guillaume Rolland, an 18-year-old French inventor, had to wake up at 

5 a.m. as his school was far away. Every morning, he woke up frustrated 

by hearing the noisy alarm sound. He really wanted to start his mornings 

happily. So he invented Sensor Wake. It is an alarm clock that wakes  

people up with a pleasant scent of their choice. Sensor Wake was 

 on the market. Most users say that they can wake up 

easily and that the scent of the clock refreshes them.

Sensor Wake made the teenage Guillaume a millionaire 

inventor. It was selected as one of the 15 life-changing 

inventions by Google Science Fair 2014. 

짚어보기

7행 Guillaume이 발명한 제품에 

동그라미 하기 

7행 센서 웨이크의 기능에 밑줄 

긋기 

 11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a rich person who 

has at least a million 

dollars

전치사 + (동)명사 | 1행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지만,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에 -ing를 붙여 동명사의 형태로 바꿔줘

야 한다. 이 때, to부정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look forward to -ing (~을 고대하다), be used to 

-ing (~하는 데 익숙하다) 등은 관용어로 기억해두면 좋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길 고대합니다.  

I’m used to to eating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을 먹는 데 익숙하다.
We talked about changing seats.  우리는 좌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She tore up the letter without reading it.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 버렸다. 

A Teenager’s 
  Life-Changing Invention

8 Flying Reading Mas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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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2쪽

센서 웨이크(Sensor Wake)

정말 향기로 잠을 깨울 수 있을까? 우리는 

시계에서 나오는 향기가 정말로 우리를 깨

울 수 있는가를 의심할 수도 있다. 제조사가 

100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

과, 99%의 참가자가 2분 안에 잠에서 깼다

고 한다. 사용자가 맞춘 시간에 향기가 피어

올라 온 방안을 뒤덮는 데, 향기는 에스프레

소, 따뜻한 크로와상, 달콤한 복숭아, 딸기 

사탕, 생강 및 박하 향 등의 식품향은 물론

이고 해변 냄새나 정글 냄새, 심지어는 지폐 

냄새도 있다고 한다. 

life-changing  인생을 바꿀만한 

wake up 깨어나다, 일어나다 

alarm clock  알람 시계, 자명종

inventor  발명가 

frustrated  불만스러워 하는 

pleasant  즐거운, 기분 좋은 

scent  향기, 향내

choice  선택

well-received  좋은 평가를 받은 

market  (특정한 상품의 거래를 
뜻하는) 시장 

user  이용자, 사용자

refresh  상쾌하게 하다 

millionaire  백만장자, 굉장한 부자 

be selected as ~로 선정되다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알람	시계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

②	일찍	일어나야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	

③	향기	나는	알람	시계를	발명한	십대	발명가의	이야기

④	구글	박람회에	전시된	발명품들에	관한	이야기

⑤	시끄러운	알람	시계	소리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ell-educated		 ②	well-received	 ③	well-organized		
④	well-mannered		 ⑤	well-judged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He invented a new kind of alarm clock that  
him  with a pleasant smell. 

결과

Guillaume was annoyed by the noisy  
 every morning. 

원인



4 다음 중 센서 웨이크에 대한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프랑스의	18살	청소년이	발명하였다.	
②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향기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사용자들이	상쾌하게	기상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④	아직	시장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⑤	2014년	구글	과학	박람회에서	삶을	변화시켜	줄	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	

대의 파악: 주제

빈칸 추론: 단어

세부 사항: 내용 이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A Teenager’s 
  Life-Changing Invention

 문법확인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He	left	the	hotel	without	pay	the	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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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uejin Kang,  
          the Greatest Ballerina   

170 words
난이도

3

6

9

12

15

The graceful ballerina glides across the stage 

like a swan. No one can imagine how her feet 

hidden in her toe shoes look. Here is a picture 

of her feet. They are world-renowned ballerina 

Suejin Kang’s.

Suejin Kang was born in 1967 in Seoul, Korea. Unlike most ballerinas, 

she got a late start at ballet. At the age of 12, she moved to Monte Carlo, 

Monaco, and started doing a difficult training every day. She practiced 

more than ten hours and wore out three to four pairs of toe shoes a day. 

She used to practice under the moonlight until late at night because her 

school had a lights-out rule at 9 p.m.

Through her constant effort, she won the Prix de Lausanne ballet 

competition in Switzerland in 1985. She was the first Asian to receive the 

prize. After that, she joined the prestigious Stuttgart Ballet in Germany 

and rose to fame over the next 20 years. About the secret to her success, 

she says, “It’s simple: discipline and focus.”

짚어보기

9행 발레리나 강수진의 하루 

연습량에 동그라미 하기 

10행 발레리나 강수진이 달빛 

아래에서 연습을 한 이유에 

밑줄 긋기 

 10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o do something 

many times in order to 

do it well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13행

to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며, ‘~할, ~해야 할’로 

해석한다. (대)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일반적인 형용사와 다르게,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She was the first asian to receive the prize.  그녀는 상을 받은 최초의 동양인이었다.

We should do something to solve this problem.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I need a house to live in.  나는 살 집이 필요하다. 

* live는 자동사이므로 a house를 목적어로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치사 in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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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3쪽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레리나	강수진의	어린	시절

②	발레리나	강수진이	우승했던	대회들

③	발레리나	강수진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성공	이야기

④	발레리나	강수진의	어록들	

⑤	발레리나	강수진의	명성

2 이 글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What’s	done	cannot	be	undone.	
②	Practice	makes	perfect.			
③	A	good	beginning	is	half	done.
④	Hunger	is	the	best	sauce.	
⑤	Experience	is	better	than	learning.	

3 다음 중 강수진에 대한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그녀는	대부분의	발레리나들보다	일찍	발레를	시작했다.

②	그녀는	모나코에	있는	몬테카를로에서	공부했다.		

③	그녀는	하루에도	수	켤레의	토슈즈가	닳도록	연습했다.	

④	그녀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최초의	동양인이다.

⑤	그녀의	성공의	비결은	‘규율과	집중’이다.

4 이 글의 중 밑줄 친 prestigious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rare	 ②	respected	 ③	expensive	 				
④	brand-new		 ⑤	diligent

대의 파악: 주제

대의 파악: 속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어휘

graceful  우아한

glide  미끄러지듯 가다 

stage  무대 

swan  백조

practice  연습하다 

wear out  (낡아서) 떨어지다, 닳다 

pairs of 쌍, 짝, 켤레(둘을 하나로 
묶어서 세는 단위)

lights-out  소등 

rule  규칙

constant  끊임없는

win  우승하다

prize  상 

prestigious  명망 있는, 일류의

rise to fame 명성을 날리다 

discipline  규율, 수련, 절제력

 문법확인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I need a volunteer help me for this school event. 

→ I  for this schoo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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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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ce in and out of class with meticulously-structured systematic 
learning roadmap from phonics to English conversation.

Online resources: www.�yingenglish.co.kr

Flying Phonics Flying English Flying Reading Flying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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