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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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쪽19
177 words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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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12

15

The ancient Romans enjoyed this every day. To do this, they went to 

a certain place. Sometimes they had to pay an entrance fee. What did the 

Romans love doing?

The Romans loved bathing. At that time, having hot baths at home 

was difficult due to heating problems. So (A) they used public baths 

. For the Romans, the public bath was more than a 

place to wash. It was a place to socialize, to eat out with their families, 

and to (B) work out. Therefore, it was often a huge bath complex with  

a wide range of rooms. Each room offered different temperatures and 

facilities, such as swimming pools and places to read, relax, and socialize. 

Roman baths had various luxurious decorations, too. The ceilings were 

high and arched, and the walls were covered with marble. There were 

also fine mosaic floors and decorative statues. 

One example of an ancient Roman bath is well preserved in the city of 

Bath in England. If you were a Roman, what would you most like to do at 

a public bath?
*mosaic 모자이크 

*

짚어보기

4행	고대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것에 

동그라미 하기 

 10행	로마 목욕탕의 다양한 시설들에 

밑줄 긋기 

 7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o do things with 

others in a friendly way  

영국의	로마	목욕탕

영국의 로마 목욕탕은 에이번주(州) 바스

(Bath)에 있는 로마시대 공중 목욕탕으로 

로마제국이 영국을 지배하던 1세기경에 로

마인들이 지었다. 410년에 로마인들이 떠난 

뒤, 도시는 버려졌지만 목욕탕이 있던 이곳

은 ‘바스(Bath)’로 불리게 되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목욕탕은 로마인들의 뛰어난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목욕탕으

로 사용되지 않고,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

다. 

entrance  입장 

fee  요금

bathe  목욕하다

cf. bath  목욕, 목욕탕

heating  난방 (장치)

public  대중의

socialize  (사람들과) 어울리다, 
교제하다 

work out 운동하다

complex  복합 건물, 단지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다양한

various  각양각색의, 다양한

luxurious  호화로운 

decoration  장식

ceiling  천장 

arched  아치 모양의 

marble  대리석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대 로마인들의 건축 문화 

② 고대 로마의 목욕 문화와 현대 목욕 문화의 차이점

③ 고대 로마의 대중목욕의 장단점

④ 화려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삶 

⑤ 고대 로마인들이 즐겼던 목욕 문화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nstead   ② in the end   ③ eventually  

④ indeed ⑤ finally

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시오.

(1) In some baths, Romans paid an entrance fee.     
(2) Each room had different temperatures.  

(3) Roman baths had simple decorations.           

4 이 글의 밑줄 친 (A) they used public baths의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5 이 글의 밑줄 친 (B) work out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tudy    ② exercise    ③ have a meeting  

④ have a party    ⑤ discuss 

대의 파악: 주제

빈칸 추론: 단어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세부 사항: 내용 이해

어휘

가정법	과거 | 15행

현재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정해서 말할 때 「If + 주어 + 과거 동사, 주어 + would [could, should, 

might] + 동사원형」을 써서 가정법 과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동사는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해석은 현재에 일어

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한다. 

If I knew his phone number, I could call him up.    

만일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만약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What the Romans Loved

 문법확인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만약 내가 로마인이라면, 나는 목욕탕에서 피자를 먹을 것이다. 

If I , I  at the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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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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물체

What is the use of this round object? 

이 둥근 물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The sun is the biggest object in the solar 

system. 

태양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물체이다. 

❷ 대상

It’s an object of study.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다. 

❸ 목적

Now he has no object in life. 

이제 그는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다.  

❹ 목적어 

I learned about direct objects in today’s 

grammar lesson. 

나는 오늘 문법 수업에서 직접 목적어에 대해 배웠다. 

[ 명사 ]

❶ 반대하다  

Many people object to the building of the new 

airport. 

많은 사람들이 새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❷ 이의를 제기하다, ~라고 항의하다   

A few people will object to that opinion. 

몇몇의 사람들이 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 동사 ]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때 다의어라고 

부릅니다. object는 흔히 ‘물체’를 뜻하지만, 이 의미 이외에도 

문장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뜻: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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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해답 8쪽

1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My aunt is . She’ll give birth to her first child in July.

①	decorative		 ②	horrible	 ③	pregnant		 ④	military	 ⑤	severe

2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pain – painful       ② harm – harmful   ③ survive – survival  
④ product – productive    ⑤ disgust – disgusting  

3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scratch bullets headquarters improve 보기

(1)	Where	is	the	United	Nations	 ?		

(2)	Don’t	 	the	area	where	you	were	bitten.	
(3)	I	am	doing	my	best	to	 	my	French.	

4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①	evolve:	to	develop	gradually
②	notify:	to	tell	someone	officially	about	something
③	remain:	to	continue	unchanged
④	obtain:	to	get	or	gain
⑤	species:	being	able	to	do	something

5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My car  ga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 We  food, but we can’t go out to buy some. 

①	broke	down				②	ran	out	of				③	shot	down				④	made	contact	with				⑤	lived	through

[6-8]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6 They sell magazines (in case of / as well as) newspapers. 

7 (Be wary of / Be full of ) strangers all the time. 

8 Because of that accident, he (went blind / stayed healthy).  

9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I am interested in helping poor people. 
② Jogging around the park every day helps your health.  
③ Why is the baby sleeping all day?   
④ Swimming in the pool is my favorite activity.   
⑤ I love figure skating on the ice.    

 10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1)	Some	files	(have	been	pile	/	have	been	piled)	on	the	desk.
(2)	The	table	(has	been	set	/	has	setting)	for	a	party.

 11	 어법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r. Song will be our math teacher.  

①	It	is	saying							②	He	is	said	to							③	It	tells							④	It	speaks							⑤	It	is	said	that	

 12	 어법에	맞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	I am good at make a cake.   →	
(2)	The window has be broke by the strong wind. →	
(3)	It is say that Arthur will be the 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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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 식물을 만지고 그들의 눈을 문지르는 사람들은 실명할 수도 있다. 

   (can go blind / people / rub their eyes / touch the plant / who / and)

 14 그들의 회귀성과 속도는 그 새들을 완벽한 배달원으로 만들었다. 

   (the birds / their homing ability and speed / made / perfect messengers)

 15 박테리아는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잘게 부수는데 도움을 준다. 

   (our food / bacteria / and break down / digest / help us)

Grammar & StructureWord &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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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book

Unit별 한 페이지의 Workbook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한 지문을 바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Sentence Completion

The Dangers of Giant HogweedUNIT 01

TR. 01Dictation

A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또 다른 여자 아이는 팔에 끔찍한 물집들이 생겼다.

  Around the same time, another girl in England . (her / got / 
blisters / arm / horrible / on)

2	 큰멧돼지풀은 아름다운 하얀 꽃들을 가지며, 약 6미터 높이까지 자란다.

  Giant hogweed has beautiful white f lowers and . (high / six / 
to / grows / be / about / meters)

3	 그것은 햇빛으로부터의 신체 보호 기능을 없앨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It has chemicals that  from sunlight. (remove / protection / 
can / body’s / the)

B	 다음	문장을	구문	단위로	해석하시오.

  Nobody knew / that the plant was dangerous / at that time.

 아무도 몰랐다 /  / .

다음	지문을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One day in 2015, four boys were playing at a park in England. Suddenly, they (1)  

 . They developed painful rashes. Around the same time, another girl in 

England got horrible blisters on her arm.

 All those children had (2)   . They came into contact 

with a dangerous plant, giant hogweed. Giant hogweed has beautiful white f lowers and grows 

to be about six meters high. It is said that people brought giant hogweed to England in the 19th 

century as a decorative plant. However, nobody knew that the plant was dangerous at that time. 

In fact, it has chemicals that can remove the body’s protection from sunlight. So people who make                                  

(3)    can get severe burns, rashes, and blisters. And people 

who touch the plant and rub their eyes can (4)  .

 Fortunate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5)    about giant 

hogweed. And others are trying to (6)    the plants.

Workbook 1

 해답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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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words
난이도          

I’ve been looking forward to a trip to Pittsburgh’s Andy Warhol 

Museum for years. I finally made it yesterday. 

The museum has seven floors. A guide suggested that I take the 

elevator to the top and walk down. Each floor was like a time capsule of 

Warhol’s life, starting with his childhood on the top floor. One of my 

favorite parts was the silkscreen paintings of celebrities like Elvis Presley. 

(A) They were on the fifth floor. Warhol painted several versions of them 

in different colors. I also enjoyed the fourth floor, which had film, video, 

and television galleries. A gallery on the sixth floor had a computer, an old 

camera, and bright lights for making a short video. It’s called a “screen 

test.” Visitors could create short videos by using (B) the equipment.

I lost track of time while I was looking at all the artwork. 

Everything was so wonderful! My trip to Pittsburgh’s Andy 

Warhol Museum was more than worth the wait. 
* time capsule 타임캡슐(후세에 실태를 전하기 위해 기념물을 지하에 묻는 것)

*

짚어보기

 1행 글쓴이가 방문한 미술관의 

이름에 동그라미 하기 

 7행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층에 

동그라미 하기 

 5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he period of time 

when a person is a 

child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 8행

선행사를 더 부연 설명하여 강조하고 싶을 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 )를 넣어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다. 이 때, 관

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으며, 「접속사 + 대명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한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

용이 불가능하다.

I enjoyed the fourth floor, which had film, video, and television galleries. 
 = and it 
나는 4층이 재미있었는데, 그곳에는 영화, 비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전시관들이 있었다.

Helen Keller, who was deaf and blind, became a great person.  
      = though she 

Helen Keller는 귀가 멀고 눈이 멀었지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8 Flying Reading Mas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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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2쪽

실크스크린 기법 

앤디 워홀 작품의 똑같은 구도의 그림은 바

로 판화 기법에 있다. 판화는 한 번 만들어 

놓은 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같

은 구도의 그림을 잉크만 다르게 하여 찍어 

낼 수 있다.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실크 같

이 부드러운 천에 잉크를 밀어 넣어 찍는 방

식으로 한번 찍어 낼 때마다 같은 색상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암의 차이보다는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기에 유용한 기법이다.

museum  미술관, 박물관

look forward to ~을 고대하다 

make it 성공하다, 해내다

floor  (건물의) 층

childhood  어린 시절 

celebrity  유명 인사 

film  영화

gallery  미술관, 전시관

bright  밝은 

light  빛, 전등

lose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시간을 잊다

artwork  미술품

1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How to Make a Short Video
② The Childhood of Andy Warhol
③ A Day at the Andy Warhol Museum
④ How to Draw Silkscreen Paintings
⑤ The Artworks of Andy Warhol            

2 다음 중 앤디 워홀 미술관에 대한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전체 7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Andy Warhol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다. 

③ 유명 인사들의 실크스크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④ 방문객들이 짧은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⑤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을 수가 있다. 

3 이 글의 밑줄 친 (A) They가 가리키는 것은? 

① the silkscreen paintings
② celebrities
③ television galleries
④ short videos
⑤ bright lights

4 이 글의 밑줄 친 (B) the equipment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대의 파악: 제목

세부 사항: 내용 일치/불일치

지칭 추론

세부 사항: 내용 이해

 문법확인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I will introduce our new program, and it will help you lose weight. 
=  I will introduce our new program,  will help you 
  los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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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46 words
난이도          

3

6

9

12

One of the world’s most legendary musicals is now back at the New 

London Theater.

Synopsis

Darkness comes in a garbage dump. It is a festival for a cat tribe called 

Jellicle. Tonight, the leader, Old Deuteronomy, will award an extra life to 

one of the Jellicles. Cats gather around. One by one, (A) the cats show off 

their personalities, beauty, and talents. On the stage appears Grizabella, 

an old and weary cat. As soon as she comes, the young cats avoid Grizabella 

and cast her out. Grizabella sadly recalls her happy days. Old Deuteronomy 

arrives. He lets Grizabella join the festival. (B) To everyone’s surprise, 

Old Deuteronomy  Grizabella to be born again in the 

next life. From the junk piles rises a large tire with Grizabella and Old 

Deuteronomy. They head toward the sky. Old Deuteronomy steps off 

and lets Grizabella continue her journey to Heaven. 

짚어보기

 1행 뮤지컬이 상영되고 있는 

극장에 동그라미 하기 

 5행 뮤지컬 캣츠에 나오는 고양이 

종족의 이름에 동그라미 하기

 14행 영영풀이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기 

 the act of travel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Cats the Musical

도치 | 7행

장소, 위치, 방향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강조할 경우에 부사(구)를 문두로 보낸 후, 「동사 + 주어」 형태로 도치구문

을 사용한다.  

A beautiful woman stood on the platform.  기차역 플랫폼에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 On the platform stood a beautiful woman. 
주어 동사 부사(구)

<source: Wikipedia>

부사(구) 동사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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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답 3쪽

1 이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기 ② 팜플렛 ③ 자서전 ④ 독후감  ⑤ 기행문

2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selects  
② gives 
③ picks  
④ chooses 
⑤ appoints

3 이 글에서 Old Deuteronomy가 축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He will .

4 이 글의 밑줄 친 (B) To everyone’s surprise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Grizabella가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해서

② 어린 고양이들이 Grizabella를 피해서

③ Grizabella가 축제에 참여해서

④ Old Deuteronomy가 Grizabella를 선택해서

⑤ Grizabella가 커다란 타이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5 이 글의 밑줄 친 (A)를 우리말로 쓰시오.

대의 파악: 글의 종류

빈칸 추론: 단어

세부 사항: 내용 이해

세부 사항: 내용 이해

어휘

뮤지컬 캣츠

시인 T. 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

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앤드류 로

이드 웨버가 만든 뮤지컬로 ‘고양이는 아홉

번의 새생명을 얻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1981년 영국에서 초

연된 이후로, 전 세계 30개국 300개 도시

(2015년 기준)에서 공연되었다. 뮤지컬 캣

츠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젤리클 고양이들

의 축제를 배경으로 화려한 댄스와 음악을 

공연하는데, 특히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부르

는 ‘메모리(memory)’가 유명하다.

legendary  전설적인, 아주 유명한

garbage dump  쓰레기 처리장 

tribe  부족, 종족, 무리

show off ~을 자랑하다

personality  개성, 성격

talent  재주, 재능

weary  지친, 피곤한

cast out ~을 몰아내다, 내쫓다

recall  기억해 내다, 상기하다

junk  폐물, 고물

pile  포개 놓은 것, 더미

head toward ~으로 향하다

step off 물러나다

journey  여행, 여정
문제. appoint  지명하다, 정하다

Cats the Musical

 문법확인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은? 

① Here comes the bus.   ② Outside the shop was a tree.
③ Here is it.   ④ There goes a man.
⑤ On the couch sleeps the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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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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