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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구성과 사용법
How to Use This Book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은 교재의 

내용을 보충·심화 학습하기 위한 보조 교재입니다. 워크북은 

교실 수업에서 교재와 함께 사용하거나 자율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은 4쪽 분량이며, 어휘 연습, 

문법과 표현 연습, 종합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Korean for Overseas Koreans (English) 6-1』 workbook 

is a study aid to supplement and deepen the contents 

of textbook. It can be used in conjuction with standard 

classroom textbooks or as self-study material. Each unit 

consists of 4 pages, consisting of vocabulary exercises, 

grammar and expression exercises, and integration 

activities.

맞춤한국어-워크북(6년)_01.indd   3 2017-01-24   오후 10:30:44



워크북 구성과 사용법 
How to Use This Book

2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s and draw a line the items that match.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1
 집 한 채가 독립적으로 지어져 한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보

통 정원이 있으며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텔

2

업무가 주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

니다.

                             ② 단독 주택

3

 높은 건물에 많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들이 가까이 붙

어 있어서 뛰거나 떠들면 다른 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

심해야 합니다.

                             
③  주상 복합  

 아파트

4

 최근에 생긴 집의 형태로 한 건물에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

이 함께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④ 아파트

1   2  

3   4  

Unit

01
어휘  Vocabulary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Korean Houses: Past and Present

이글루           통나무집           수상 가옥           이즈바           너와집           게르

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7

1   어휘

단원에서 학습한 문법을 유의미한 맥락에서 사용하도록 

돕는 연습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2 ‘-(ㄴ/는)다는 것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Using ‘-(ㄴ/는)다는 것이다’ complete the sentences.

1 ‘-와/과(는) 달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Using ‘-와/과(는) 달리’ complete th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와/과(는) 달리 

 -(ㄴ/는)다는 것이다 

보기  (과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다 /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다

1  (단독 주택) 집 한 채에 한 가구가 살다 / (다세대 주택)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 주택이다

2  (초가집)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다 / (기와집) 기와로 지붕을 덮다

3  (주상 복합 아파트) 도심에 많이 있다 / (전원주택) 조용한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  (과거의 대학생) 자취나 하숙을 이용하다 / (요즘 대학생) 원룸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은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는 것이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

1 초가집의 특징 지붕을 볏짚으로 만들고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

2 주거 공유의 장점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북부 지방의 한옥 추운 날씨 때문에 가사 업무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4 온돌 추위를 막아 주는 역할을 했다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2   문법 및 표현

단원의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통합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를 해 보세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Mark the house you want to live in.

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편리한 아파트

  2∼3층짜리 단독 주택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저층이 상가를 이루고 있는 주상 복합

2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1인 가족

  2인 가족(남편과 아내)

  3인 가족(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대가족(남편과 아내, 조부모님)

  가족이 아닌 친구나 다른 사람(목적이 비슷한 사람)

3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가 가까운 곳

  편의 시설이 많은 곳

  공원이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4  어떤 집의 구조에서 살고 싶어요?

  부엌이 크다   옥상이 있다

  정원이 있다   주차장이 있다

  방이 많다/크다   창문이 많다/크다

  화장실이 2개 이상이다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활동  Activity

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9

2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그려 보세요.
 Draw a house where you want to live in the future.

1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특징을 메모해 보세요.

2  집의 단면도(cross-sectional diagram)를 직접 그려 보세요.

3  모둠별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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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단원에서 학습한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도록 돕는 

연습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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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esents practice questions that help you retain 
the vocabulary learned in the unit into long-term 
memory and use it in context.

2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s and draw a line the items that match.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1
 

집 한 채가 독립적으로 지어져 한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보

통 정원이 있으며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텔

2

업무가 주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

니다.

                             ② 단독 주택

3

 높은 건물에 많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들이 가까이 붙

어 있어서 뛰거나 떠들면 다른 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

심해야 합니다.

                             
③  주상 복합  

 아파트

4

 최근에 생긴 집의 형태로 한 건물에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

이 함께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④ 아파트

1   2  

3   4  

Unit

01
어휘  Vocabulary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Korean Houses: Past and Present

이글루           통나무집           수상 가옥           이즈바           너와집           게르

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7

1   Vocabulary

This presents exercises to help you use the grammar 
you learned in the lesson in a meaningful context.

2 ‘-(ㄴ/는)다는 것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Using ‘-(ㄴ/는)다는 것이다’ complete the sentences.

1 ‘-와/과(는) 달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Using ‘-와/과(는) 달리’ complete th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와/과(는) 달리 

 -(ㄴ/는)다는 것이다 

보기  (과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다 /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다

1  (단독 주택) 집 한 채에 한 가구가 살다 / (다세대 주택)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 주택이다

2  (초가집)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다 / (기와집) 기와로 지붕을 덮다

3  (주상 복합 아파트) 도심에 많이 있다 / (전원주택) 조용한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  (과거의 대학생) 자취나 하숙을 이용하다 / (요즘 대학생) 원룸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은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는 것이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

1 초가집의 특징 지붕을 볏짚으로 만들고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

2 주거 공유의 장점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북부 지방의 한옥 추운 날씨 때문에 가사 업무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4 온돌 추위를 막아 주는 역할을 했다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2   Grammar & Expressions

We have incorporated an integrated activity that 
lets you ptractice that contetns of the unit in a 
comprehensive manner.

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를 해 보세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Mark the house you want to live in.

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편리한 아파트

  2∼3층짜리 단독 주택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저층이 상가를 이루고 있는 주상 복합

2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1인 가족

  2인 가족(남편과 아내)

  3인 가족(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대가족(남편과 아내, 조부모님)

  가족이 아닌 친구나 다른 사람(목적이 비슷한 사람)

3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가 가까운 곳

  편의 시설이 많은 곳

  공원이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4  어떤 집의 구조에서 살고 싶어요?

  부엌이 크다   옥상이 있다

  정원이 있다   주차장이 있다

  방이 많다/크다   창문이 많다/크다

  화장실이 2개 이상이다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활동  Activity

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9

2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그려 보세요.
 Draw a house where you want to live in the future.

1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특징을 메모해 보세요.

2  집의 단면도(cross-sectional diagram)를 직접 그려 보세요.

3  모둠별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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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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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s and draw a line the items that match.

1 사진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1
 집 한 채가 독립적으로 지어져 한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보

통 정원이 있으며 애완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① 오피스텔

2

업무가 주 용도이나 주거용으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주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

니다.

                             ② 단독 주택

3

 높은 건물에 많은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들이 가까이 붙

어 있어서 뛰거나 떠들면 다른 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

심해야 합니다.

                             
③  주상 복합  

 아파트

4

 최근에 생긴 집의 형태로 한 건물에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

이 함께 있습니다.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

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④ 아파트

1   2  

3   4  

Unit

01
어휘  Vocabulary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Korean Houses: Past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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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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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는)다는 것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Using ‘-(ㄴ/는)다는 것이다’ complete the sentences.

1 ‘-와/과(는) 달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Using ‘-와/과(는) 달리’ complete th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와/과(는) 달리 

 -(ㄴ/는)다는 것이다 

보기  (과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다 /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다

1  (단독 주택) 집 한 채에 한 가구가 살다 / (다세대 주택)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 주택이다

2  (초가집) 볏짚으로 지붕을 만들다 / (기와집) 기와로 지붕을 덮다

3  (주상 복합 아파트) 도심에 많이 있다 / (전원주택) 조용한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  (과거의 대학생) 자취나 하숙을 이용하다 / (요즘 대학생) 원룸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기   다가족 가구의 비중이 높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은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는 것이다.  

1    

2    

3    

4    

보기 오피스텔의 장점 사무실에 주거 시설이 갖춰져 편리하다.

1 초가집의 특징 지붕을 볏짚으로 만들고 서민들이 주로 살았다.

2 주거 공유의 장점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북부 지방의 한옥 추운 날씨 때문에 가사 업무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4 온돌 추위를 막아 주는 역할을 했다

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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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를 해 보세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Mark the house you want to live in.

1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편리한 아파트

  2∼3층짜리 단독 주택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저층이 상가를 이루고 있는 주상 복합

2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1인 가족

  2인 가족(남편과 아내)

  3인 가족(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대가족(남편과 아내, 조부모님)

  가족이 아닌 친구나 다른 사람(목적이 비슷한 사람)

3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학교가 가까운 곳

  편의 시설이 많은 곳

  공원이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4  어떤 집의 구조에서 살고 싶어요?

  부엌이 크다   옥상이 있다

  정원이 있다   주차장이 있다

  방이 많다/크다   창문이 많다/크다

  화장실이 2개 이상이다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

활동  Activity

Unit 01  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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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그려 보세요.
 Draw a house where you want to live in the future.

1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특징을 메모해 보세요.

2  집의 단면도(cross-sectional diagram)를 직접 그려 보세요.

3  모둠별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10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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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없는 것을 골라 보세요.
 Choose the irrelevant choices.

1 다음 세계 지도를 보고 알맞은 기후를 골라 써 보세요.
 Choose and write the correct climate for each part of the world map in the following.

1  강수량 장마 사계절 곰팡이 습도   

2  바람 태풍 계절풍 풍속 가뭄

3  비 호우 강수량 홍수 건기

4  눈 폭설 우박 얼음 토네이도

어휘  Vocabulary

Unit

02
세계의 기후
Climates of The World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         한대 기후         고산 기후

1

2

3

4

5

Unit 02  세계의 기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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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와 같이 각자 하는 일이나 생각을 써 보세요.
 Write about what you are doing or thinking as in the example.

1 알맞은 것을 연결하고 ‘-(으)ㄹ뿐더러’를 사용하여 문장을 써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using ‘-(으)ㄹ뿐더러’.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으)ㄹ뿐더러 

 -은/는 …대로 

부모님 나

보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식사를 하셨다. 보기  나는 나대로 친구들과 밥을 먹었다.

선생님 학생

보기  열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다 

1  지하철은 햇빛이 들지 않다 

2  제철 과일은 맛이 있다 

3  폭설이 내리면 교통이 통제되다 

4  장미꽃은 모양이 예쁘다 

보기   열대 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을뿐더러 강수량도 많다.  

1    

2    

3    

4    

   영양도 풍부하다

    강수량도 많다

   향기도 좋다

   항공기 운항도 중지되다

   통풍도 잘 안 되다

1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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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기후에 따른 각 나라별 생활 문화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기후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The following picture shows the cultural lifestyle of different countries affected by climate. 
Discuss how climates influence lifestyles. 

저는 이집트의 전통 의상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집트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기후이고  

내륙으로 갈수록 건조함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잘 적응하기 위해 공기가 잘 통하는 마직 천으로 허리 아래만 간단히 두르는  

‘드레이퍼리’라는 의상을 입습니다.

활동  Activity

•기후: 냉대와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기후가 미친 영향

 -  이 지역에는 통나무집이 많은데 이것은  

나무가 우수한 단열 소재여서 추운 날씨에도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원뿔  

모양으로 짓는다.

•기후: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 기후이며  

내륙으로 갈수록 건조함이 심해지고  

기온이 높아진다.

•기후가 미친 영향

 -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공기가 

잘 통하는 마직 천으로 허리 아래만 간단히 

두르는 의상인 ‘드레이퍼리’를 입는다.

캐나다의 통나무집

이집트의 전통 의상

Unit 02  세계의 기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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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별로 기후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자 조사해 보세요.
 Research the influence of climates on each of the countries.

3  앞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기후가 각 나라의 생활에 미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보
세요.

  Based on the research you conducted, make a presentation on the influence of the climate 
on countries.

 국가 

 사진 

 기후의 특징 

 기후가 미친 영향 

Tip  한국 강원도의 ‘너와집’, 몽골의 ‘게르’ 등

14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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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3
신재생 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2  다음은 지나친 에너지 사용과 문제점에 관한 말입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The following words are related to issues of excessive use of energy.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1 다음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골라 써 보세요.
 Choose and write the energy which is possible to produce in each suggested place.

수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1  폐기물 

2  환경 문제 

3  에너지 자원 

4  대체 에너지 

5  풍력 에너지 

6  소음 피해 

   ① 심각하다

   ② 고갈되다

   ③  생산하다

어휘  Vocabulary

1

4

3

2

5

Unit 03  신재생 에너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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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은 것을 연결하고 ‘-(으)니만큼/느니만큼’을 사용하여 문장을 써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using ‘-(으)니만큼/느니만큼’.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으)니만큼/느니만큼 

 조차 

보기  열심히 노력하다 

1   폐기물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다

2  이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 

3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반대하다 

4   대체 에너지는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다

보기   열심히 노력하느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전기세를 아낄 수 있겠지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재활용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의논이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다

물                  선풍기                  얼굴                  상상                  밥을 먹다 

1  더운 날에도 전기요금을 절약하려고   켜지 않았다.

2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친구들   생각나지 않는다.

3  목이 아파서   마실 수가 없다.

4  전기가 나가서 전혀 안 보이니까   힘들다.   

5  자원이 고갈된 세상을   할 수 없다.

16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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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Who practiced saving energy in the following?

2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활용한 주사위 놀이를 해 보세요.
 Play the dice game on energy saving ways.

• 에너지 절약 활동이나 낭비를 한 경우를 직접 써서 뒤의 주사위 판을 완성해 보세요.

08  

32  

44  

활동  Activity

1  주사위 판과 주사위, 말을 준비한다.

2   3~4명의 친구가 게임에 참가한다.(사람이 많으면 2~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3   주사위 판에 3개의 빈칸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활동이나 낭비를 한 경우를 직접 

써서 주사위 판을 완성한다.(노래 부르기, 춤추기와 같은 재미있는 벌칙을 넣을 수도 있다.)

4  출발점에 자기의 말을 두고 주사위를 굴린다.

5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앞으로 간다.

6   에너지 절약 방법이 있는 칸에 도착한 사람은 먼저 활동을 읽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했을  

경우, 앞으로 3칸을 간다. 에너지를 낭비했을 경우에는 뒤로 1칸 간다.

7  ‘한 번 쉬기’ 칸에 도착한 사람은 다음 차례에 주사위를 굴릴 수 없다.

8   도착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긴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오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추워서 난방 온도를 

올렸어요.

플러그를 뽑지 않고 
외출했어요.

어제 집에 커튼을  
달았어요.

Unit 03  신재생 에너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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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위 놀이판을 사용하여 에너지 주사위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Energy Dice Game’ with the suggested game board.

 에너지 주사위 놀이 

32

44

 

 

 

45

플러그를  
안 뽑았어요.

47

자전거로  
학교에 갔어요.

도착

빙하가  
녹고 있어요.

41 40 39

에너지효율 
등급제 실시!

37 36

29

폐기물이  
배출됐어요.

39

32

 

 

 

33

바이오 에너지  
개발 성공

35

창문에 커튼  
설치하기

27 26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요.

24 23

홍수가 났어요.
(한번 쉬기)

15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17 18 19

추워서  
난방 온도를  
올렸어요. 21

전기 자동차를  
샀어요.

  13

전기가  
나갔어요.

(한 번 쉬기) 11

분리 배출을  
했어요.

09

08

 

 

 

출발

02 03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05

앗! 에어컨을  
켜 뒀어요.

07

18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영어권  6-1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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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4
세계의 위치
Location in The World

2 다음은 위치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The following words are to explain location.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1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Choose and write the appropriate one.

대서양           북아메리카           태평양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1  대륙에   ① 마주하다

2  온대 기후가   ② 사이에 있다

3  아메리카와 유럽   ③  나타나다

4  캐나다는 미국과   ④  위치하다

어휘  Vocabulary

1

4

2

3

5

6

Unit 04  세계의 위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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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to comple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으)므로 

 -(으)로 볼 때 

보기  한국은 반도에 위치해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나타나다

1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랜드마크이다                                    열대성 기후가 나타나다

2  말레이시아는 적도 근처에 위치해                                     사람들이 이집트를 생각할 때 가장  

 있다  먼저 떠올리다

3  러시아는 동서양의 국가와 국경을                                     대륙과 해양으로의 교류에 유리하다 

 접하고 있다

보기   한국은 반도에 위치해 있으므로 대륙과 해양으로의 교류에 유리하다.

1    

2    

3    

발전 속도                       위치                       회사의 규모                       자원

1   한국은 위치로 볼 때  북위 33도와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보인다.

2  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기업에 가깝다.

3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4  기술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앱(app)들이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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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맞는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What type of trip do you want to take? Make a plan for this trip with your classmates. 

2 같은 여행 테마를 고른 친구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Make a plan for travel with classmates who chose the same theme.

1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활동  Activity

  국내 여행 (지역 이름:  )

  해외여행   아시아  (지역 이름: )

    유럽 (지역 이름: )

    아프리카 (지역 이름: )

    남아메리카 (지역 이름: )

    북아메리카 (지역 이름: )

    오세아니아 (지역 이름: )

 친구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워 보자! 

쉬는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

아름다운 바다 

혹은 산을 보며 

휴식하기,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마사지 등

먹는 여행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즐기는 여행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음식 먹기, 

각 지역 맛집 

찾아보기, 길거리 

음식 즐기기 등

배우는 여행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여행

역사적인 유적지 

찾기, 다양한 

예술품 감상,

위인들이 태어난 

장소 찾기 등

즐기는 여행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즐기는 여행

그 지역의 유명한 

번화가 즐기기, 

마음껏 쇼핑하기, 

지역 축제 

즐기기, 여러 레저 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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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메모해 보세요.

3  여행의 테마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세요.

 여행지의 기후, 여행지의 위치, 여행지의 랜드마크 등

 야시장 구경하기, 해양 스포츠 즐기기 등

3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Make a plan for travel with classmates who chose the same theme.

4 반 친구들에게 여행 계획을 소개해 보세요.
 Introduce your travel plan to your classmates.

여행 계획 세우기

1  여행 테마   배우는 여행        쉬는 여행        즐기는 여행        먹는 여행

2  여행 지역

3  여행지 선택 이유

4  여행 기간

5  여행지에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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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5
복습 1
Review 1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explanation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word.

신재생 에너지             기와집             건기             아프리카             지붕             습도 

태양광             재해             토네이도             태평양             해양             서리

가로

1  태양의 빛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 에너지

2  넓고 큰 바다를 말한다.

3  기후가 건조한 시기를 말한다.

6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홍수, 가뭄  

등이 있다.

7  집의 맨 윗부분을 덮는 것이다.

9  수증기가 물건의 표면에 언 것을 말한다. 주로 

‘◯◯가 내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0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말한다. 특히 봄에서  

여름에 걸쳐 나타난다.

세로

1  대서양, 인도양과 함께 3대양을 이루는 큰  

바다를 말한다.

4  지붕을 기와로 만든 집

5  새롭고 환경오염이 없으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8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다.  

열대, 아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11  공기 가운데 수증기가 들어 있는 정도

어휘  Vocabulary

서 리

1

2

9

3

6

7

10

5

4

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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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s the following.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에너지  

절약 방법

-(으)ㄹ 

뿐더러

옛날 한국  

집의 종류

두 칸 앞으로 

가세요!
기후의 특징 와/과는 달리

조차
두 칸 뒤로  

가세요!

우리 집의  

형태와 특징
5대양 6대륙

한 번  

쉬세요!
(으)로 볼 때

-(으)니만큼/

느니만큼

-(ㄴ/는)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으)므로

‘출발’로

돌아가세요!

기후 요인과  

자연재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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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6
합리적인 소비
Rational Consumption

1 다음은 소비 습관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The following words are used to explain one’s consumption habits. Choose and write the 

appropriate one.

어휘  Vocabulary

2 소득과 소비에 대한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mong the expression related to earning and consumption.

1  돈이   ① 잃다

2  돈을   ② 소비하다

3  우선순위를   ③  정하다

4  신용을   ④  사용하다

5  포인트를   ⑤  적립하다

6  할인 쿠폰을   ⑥  모자라다

1 2
좋은 소비 습관 나쁜 소비 습관

과소비하다                   빚을 지다                   저축하다                   돈을 펑펑 쓰다

아끼다                   절약하다                   낭비하다                   충동구매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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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to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으)ㄹ 바에야 

 -기 십상이다 

보기  집에서 잠만 자다   국내 여행을 가겠어요

1  복잡한 도시에서 고생하다   혼자 하는 게 나아요

2  다른 사람들과 힘들게 협력하다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3  비싼 가격에 해외여행을 가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4  비싼 돈 주고 휴대 전화를 바꾸다   중고 휴대 전화를 사는 게 어때요?

보기   집에서 잠만 잘 바에야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세요.  

1    

2    

3    

4    

아침을 거르다 보면 건강을 헤치기 십상이다.  보
기

1  여름에 에어컨을 자주 틀면   

2  준비 없이 산에 오르다가는   

3  계획 없이 쇼핑을 하다 보면   

4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사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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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모둠별로 다음 설문지를 완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세요.
 Complete the questionnaire in group and  conduct the survey.

  준비

   1  여러분은 주로 용돈을 어떻게 사용해요?

   2  용돈을 절약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활동  Activity

<청소년들의 소비 습관 설문지>

모둠 이름:                                       

1  성별: 남 / 여

2  나이:                           세

3  한 달 용돈이 얼마입니까?

4  용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5  용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6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까?

7  한 달에 용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8  남은 용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9                                                                                                                                           

10                                                                                                                                          

 청소년들의 소비 습관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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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조사 결과를 보기  와 같이 그래프로 그린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
 Make a graph of the survey result and present on it in front of your classmates.

보기  
용돈의 지출 항목

남은 용돈의 용도

소비 계획

                         

간식비

취미 활동비

의류 구입비

단위: 퍼센트 (%)

64.5

2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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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7
음식과 건강
Food and Health

2 다음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 써 보세요.
 The following words are used to explain how to cook. Choose and write the appropriate one.

1 어제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고 어떤 영양소를 섭취했는지 정리해 보세요.
 Think about what you ate yesterday and make a note about what nutrients you took in.

빵               떡               라면               만두               국수               시금치 

나물               생선               고기               계란               찌개

어휘  Vocabulary

끓이다

굽다

무치다

삶다

찌다
1

4

2

5

3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1  어제 하루 동안 균형 있는 식사를 했습니까?

2  여러분의 하루 식사가 균형 있는 식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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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to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게끔 

 -아야(만)/어야(만) 

보기   달콤한 맛이 나다   3분 정도만 삶다

1  면이 불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2  고기에 양념이 배다   설탕을 넣다

3  알아들을 수 있다   재워 놓다

4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기   달콤한 맛이 나게끔 설탕 2작은술을 넣으세요.

1    

2    

3    

4    

1     바삭함이 오래간다.

2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3  음식의 양념은 적당히 해야만   

4  유제품은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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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나라에서 즐겨 먹는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하나씩 선택해서 퓨전(fusion)  
요리를 개발해 보세요.

  Develop a fusion menu with your classmates by choosing a local food enjoyed in your country 
and one in Korea.

  준비

   1  요즘 점심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만족해요?

   2  점심에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나만의 요리법을 개발해 봅시다.

활동  Activity

지금 사는 곳의 음식 한국 음식

이름

재료

특징

같은 점과 다른 점

퓨전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

 우리 학교 점심 메뉴 개발 대회 나도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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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구들과 함께 점심 메뉴로 개발한 요리를 소개해 보세요.
 Introduce the lunch menu you developed with classmates.

모둠 이름:

 음식명 

 재료 

 특징 

 요리 방법 

 체크 리스트 

네 아니요

1   5대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까?

2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합니까?

3   음식의 열량이 적당합니까?

4   음식의 맛이 너무 짜거나 달지 않습니까?

5   음식의 조리법이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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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8
생활 속의 단위
Units in Daily Life

비율            20%            2배            평균            할인율            2/3

1 알맞은 것을 골라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words.

시속(km/h, mi/h)              섭씨, 도(℃)              미터(m)              피트(ft) 

파운드(lb)              킬로그램(kg)              온스(oz)              킬로미터(km) 

화씨, 도(℉)              마일(mile)              초속(m/s))              센티미터(cm)

어휘  Vocabulary

2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word and complete the sentences.

1  하루에   2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본다.

2  우리 학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높다.

3  우리 반 학생들의   정도가 스페인어를 배운다.

4  쿠폰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

3

2

4

길이와 거리

온도

무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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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1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써 보세요.
 Write a sentence using appropriate word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배가 되다/증가하다/감소하다 

 -(으)ㄴ/는 데 반해 

보기  무궁화호 열차 속력 시속 140km VS KTX 속력 시속 300km

1  1963년 라면 가격 10원 VS 2015년 라면 가격 760원

2  1994년 휴대 전화 가입자 2,658명 VS 2015년 휴대 전화 가입자 5,786만 명

3  1998년 출시 휴대폰 무게 700g VS 2015년 출시 휴대폰의 무게 140g

보기   몸무게가 늘다   근육 양은 줄어들다

1  수학 성적이 떨어지다   올림픽 경기 기록은 좋아지다

2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다   쓰레기통이 별로 없다

3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전 과목 평균 성적은 오르다

4  국가 대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어려지다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지다

보기   KTX의 속력은 무궁화호 열차의 속력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다.

1    

2    

3    

보기   몸무게가 는 데 반해 근육 양은 줄어들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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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주일 동안 자신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Make a record of your bedtime and wake-up time for a week.

2 자신의 수면 시간을 그래프로 기록해 보세요.
 Make a graph with your sleeping hours.

  준비

   1  여러분은 요즘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2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설문 조사 준비

활동  Activit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시간

21:00

22:00

23:00

24: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반 친구들의 수면 시간에 관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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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반 친구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그래프로 그려 보세요.
 Make a graph of the average of your classmates’ sleeping hours.

4 반 친구들의 평균 수면 시간과 나의 수면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Compare your sleeping hours of mine to the average sleeping hours of your classmates.

 설문 조사 실시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수면 시간을 반 친구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Ask your classmates about their sleeping hours in a week, from Monday to Sunday.

2 반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기록해 보세요.
 Calculate and make a note about the average of your classmates’ sleeping hours.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설문 조사 결과를 자기 자신의 실제와 비교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시간

21:00

22:00

23:00

24: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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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9
도형과 공간의 세계
The World of Figures and Space

점                  둘레                  높이                  지름                  각                  변

원기둥                    정사각형                    삼각뿔                    원

1 관계있는 것을 골라 보세요.
 Choose the relevant items.

어휘  Vocabulary

2 알맞은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Use appropriate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s.

1  삼각형은 세 개의   과/와   이/가 있는 도형이다.

2  이 산의   은/는 해발 1900m 정도이다.

3  원의   은/는 어느 방향이나 길이가 같다.

4    이/가 2200km나 하는 바이칼 호수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2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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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써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1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으)나 

 -(으)며 

1  새로 이사한 집은 창문이 커서 낮에는 밝으나   .

2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

3   엄마는 이 동네에   골목이 많아서 아직도 길을 잘 모

르겠다고 하신다.

4  약속 장소 근처까지 갔으나   .

보기   이 집은 빛이 잘 들어오다   건축가이다

1  다빈치는 화가이다   안정적이다

2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퍼즐을 잘 맞춘다

3  황금비로 지은 건축물은 아름답다   어두침침하지 않다

4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 길을 잘 찾는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보기   이 집은 빛이 잘 들어오며 어두침침하지 않다.  

1    

2    

3    

4    

선생님 댁으로 가는 길은 건물은 많으나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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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설명을 읽고 순서대로 따라 접어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directions and fold in order. 

활동  Activity

<준비물: 색종이 4장, 가위, 풀>

1  ➊-1 정사각형 색종이의 1/4을 자르세요.

 ➊-2  먼저 큰 종이를 사용해 뒤쪽이 1cm 정도 보이게  

반으로 접으세요.

 ➊-3  종이를 뒤집어서 왼쪽, 오른쪽을 대각선으로 접으세요.

 ➊-4  왼쪽에 접은 것이 아래로, 오른쪽에 접은 부분이  

위로 오게 접으세요.

 ➋-1  다른 종이를 한 장 더 준비하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접으세요.

 ➋-2  다시 반으로 접은 후 아래쪽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접으세요.

 ➋-3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넣으세요.

 ➌-1  처음 1/4로 자른 색종이의 작은 부분을 찾아서 반으로 

접었다 펴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접으세요.

 ➌-2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길게 대각선으로 접으세요.

 ➌-3  위쪽을 잡아 오른쪽으로 접으세요.

 ➌-4  ➋를 가장 아래에 두고 위에 ➊과 ➌을 순서대로  

붙여 보세요.

  이 모양이 맞습니까? 이 모양을 두 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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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만들어 본 것을 교실에서 붙여 보세요.
 Stick those you made together in class.

2  ➊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반 접은 후,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접으세요.

 ➋  아래를 안으로 접어서 넣으세요.

 ➌  모서리를 접으세요.

  뒤로 뒤집으면, 이 모양이 맞습니까? 

3  ➊  색종이를 반으로 접은 후,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 아래를 

접으세요.

 ➋  가운데를 접은 후,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서 넣으세요.

 ➌  대각선으로 접으세요.

  이 모양이 맞습니까? 

1  을 위로 두고, 2  와 3  을 각각 아래에 붙여 보세요. 어떤 모양이 돼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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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0
복습 2
Review 2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explanation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word.

마름모              충동구매              센티미터              낭비하다              미용비

소비              반지름              구이              우선순위              위치하다

가로

1  돈, 시간, 노력 등을 써서 없앰

3  머리를 하거나 화장품을 사는 데 쓰는 비용

5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데 구경하다가 갑자기 

삼

7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차지하다. 백화점  

왼쪽에 OOOO.

9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 보는 변이 평행인 

도형

세로

2  시간이나 돈 등을 아끼지 않고 헤프게 쓰다.

4  길이를 재는 단위, cm

6  생선이나 고기를 구움

8  먼저 사용하거나 가질 수 있는 차례나 위치. 

사고 싶은 물건이 많을 때에는 OOOO를  

정해야 한다.

10 원의 중심에서 원 둘레의 한 점에 이르는 길이

어휘  Vocabulary

7

1

9

3

5

10

6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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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s the following.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내 방 설명하기 -게끔 5대 영양소
두 칸 앞으로 

가세요!

배가 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기 십상이다

-(으)ㄴ/는 데 

반해

두 칸 뒤로  

가세요!

용돈 지출 항목
좋은 소비  

습관

한 번  

쉬세요!
-(으)며

요리 방법 -아/어야만
-(으)ㄹ  

바에야

무게의  

단위

‘출발’로

돌아가세요!
도형의 종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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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동아리 활동과 면접
Club Activities and Interview

독서 동아리                사진 동아리                과학 동아리                미술 동아리

1 다음과 관계있는 동아리를 골라 쓰세요.
 Choose and write the club relevant to the following.

어휘  Vocabulary

2 다음은 면접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The following are comments appropriate for an interview.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1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활발한 성격입니다.  

 ① 계획과 포부

2  경험을 쌓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② 성격의 장단점

4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태권도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③  지원 동기

6  조금 내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7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④  경력

8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2

43

1

책, 감상문, 토론

실험, 알코올, 현미경

카메라, 삼각대, 렌즈

공예, 색종이, 스케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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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choices and complete the sentences.

1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choices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고자 –게 되다 

 -겠습니다 

1  가: 한글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어떻게 돼요? 

 나: 유아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조 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가: 우리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 한국 문화를   모국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3  가: 우리 ‘요리요리 맛있다’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동아리 가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가: 지금까지 해 온 아르바이트와는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지원했나요? 

 나: 다른 일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5  가: 벽화 그리기 재능 기부 행사에는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나: 작은 능력이라도   재능 기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유아반 아이들이 한국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겠습니다.  

2  제 경험을 살려 즐거운 마음으로 재능을   

3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여 이웃 사랑 실천에   

4  새해에는 한국어를 더 잘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5  후배들과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공연을 보여 드리도록   

나누다           경험을 쌓다           직접 체험하다           도움이 되다           교류를 하다

가르치다           노력하다           앞장서다           기부하다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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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세요.
 Find out appropriate jobs for you.

유형 특징 어울리는 직업

관습형
책임감이 있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계획성이 있으며 사무 능력과 계산 능력이 높다.

세무사, 행정공무원, 은행원,  

감사원 등

예술형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다.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이고 예술에 소질이 있다.

웹 디자인, 게임 관련업, 큐레이터,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탐구형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수학적, 과학적 적성이 높다.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사회형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인간 관계 능력이 높다.

파티 플래너, 이벤트 관련업,  

놀이공원 매니저 등

활동  Activity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평소 예술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나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간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소품을  

만드는 손재주가 있다.

나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

나는 무엇을 새로  

창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다.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차분하게 앉아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무언가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어디서나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한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다.

나는 한번 시작하면 

꼭 마무리를  

해야 한다.

나는 컴퓨터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끼를  

주체할 수 없다.

나는 요리를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START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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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의 유망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의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관심  
있는 직업에 해 보세요.

  What are some of the promising jobs of the future? Look into the following jobs and mark the 
jobs you are interested in.

3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Research the job you want to have, and make a plan to get the job.

1  갖고 싶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2  무슨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3  이 직업을 갖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5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현재    ⇨         ⇨     

해야 할 일

  금융 자산  

운용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발자

  경영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 

  유비쿼터스 

러닝 교수  

설계자

  태양광 발전 

연구원 

  기후 전문가 

 

  상담 전문가 

 

  실버시터 

 

 21세기 10대 유망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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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2
예술과 예술가
Art and Artist

근황                 계기                 수상 경력                 향후 계획

1 관계있는 단어를 골라 연결해 보세요.
 Choose the relevant words and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어휘  Vocabulary

2 다음을 읽고 밑줄 친 부분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찾아서 써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and write the appropriate choices for the underlined part.

1  소질이 있다  

2  노력을 기울이다   ① 재능

3  어려움을 견디다   

4  최선을 다하다  

5  최고의 자리에 오르다   ② 노력

6  상을 수상하다  

1     2    

3     4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사진작가 박혜원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는 취미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감동을 전해 주고 싶어서 사진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20년째 사진을 찍어 오고 계시고, 2  최근에는 올해의 사진작가 상도 받으셨

는데요. 3  지금은 섬에 작은 집을 짓고 섬의 구석구석을 찍고 있다고 하시네요. 4  사진을 찍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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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다’를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Using ‘답다’ complete the following conversation.

1 보기  와 같이 문장을 바꾸어 써 보세요.
 Paraphras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다시피 하다 

 답다 

1  어제는 일이 많아서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    (밤을 새우다)

2  공연 전이라서 연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    (살다)

3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쓰는데 잘 써지지 않았어요.

 →    (그리다)

4  신발이 작아서 발이 잘 안 들어갔어요.

 →    (구겨 넣다)

1  가: 안나한테 고백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걱정이야. 

 나: 평소의   왜 그래?

2  가: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처럼 꾸미고 다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 난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 학생은   

3  가: 지난주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어? 남자 주인공이 신인 배우라면서? 

 나: 응. 그런데   

4  가: 오늘 제시카 씨가 칸 씨한테 화를 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제시카 씨가 화를 내다니   

선생님은 연구를 하느라고 바빠서 거의 식사를 못 하세요.

→ 선생님은 연구를 하느라고 바빠서 굶다시피 하세요.  (굶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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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해 보세요.
 Interview an expert in the field you are interested in.

활동  Activity

1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2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3  그 중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3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4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도 예상해서 써 보세요.

① 질문:     

 예상 대답:     

② 질문:     

 예상 대답:     

③ 질문:     

 예상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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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지를 만들어 보세요.
 Choose a person you want to interview and make a question list as in the following example.

<질문지>

1                                                                                                  

                                                                                                 

2                                                                                                  

                                                                                                 

3                                                                                                                                          

                                                                                                                                         

4                                                                                                                                          

                                                                                                                                         

                                                                                                                                         

인터뷰 대상자: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

<질문지>

1. UN 총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2. UN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UN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4.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5. UN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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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3
대중 예술
Popular Arts

1 다음 중 관계있는 단어를 골라 써 보세요.
 Choose and write the relevant words in the following.

어휘  Vocabulary

2 작품과 감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mong the expressions related to works and appreciation.

1  흥행에   ① 찡하다

2  코끝이   ② 돌파하다

3  장면이   ③  인상적이다

4  천만 관객을   ④  가다

5  공감이   ⑤  성공하다

1 2
영화 장르 음악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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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맞은 것을 골라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choices and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1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Choose the appropriate choices and complete the conversation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는 한편 

 -(으)ㄴ/는/(으)ㄹ 듯싶다 

보기   이 책은 우정을 주제로 하다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

1  마지막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지다   소재도 참신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2  주인공은 돈을 아껴 쓰다   저축도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았다

3  이 뮤지컬 공연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다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4  연예인들은 많은 사랑을 받다   가족의 사랑도 보여 주고 있다

보기   이 책은 우정을 주제로 하는 한편 가족의 사랑도 보여 주고 있다.  

1    

2    

3    

4    

흥행에 성공하다           시청률 1위를 하다           제작비가 많이 들다           대사를 잊어버리다

보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난 듯싶었다.  

1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기대가 커서 방송을 시작하면 곧   

2  큰 인기를 얻은 웹툰이어서 영화로 만들면   

3  연극을 보는데 한 배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어서   

4  모든 촬영을 해외에서 한 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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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중 예술에 표 해 보세요.
 Mark your favorite popular art.

2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해 보세요.
 Introduce your favorite work.

1  제목이 뭐예요?

2  주인공은 누구예요?

3  줄거리를 써 보세요.

활동  Activity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공연   영화   음악

  드라마   대중 문학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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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잡지나 인터넷 등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찾아 정리해 보세요.
 Research and summarize how the iInternet or magazines comment on your favorite work.

작품명 평점 이유

☆☆☆☆☆

☆☆☆☆☆

4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유를 써 보세요.

 이유:                                                                                                                                                

                                                                                                                                                         

                                                                                                                                                         

5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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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4
소설 '소나기'’
Sonagi (Sudden Shower), the Novel

무협 소설                장편 소설                전쟁 소설                단편 소설   

1 관계있는 것을 골라 써 보세요.
 Choose the relevant items and fill in the blanks.

어휘  Vocabulary

2 다음은 문학 작품 감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세요.
  The following expressions are related to appreciating literary works.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1  공감대가   ① 암시하다

2  표현이   ② 남다

3  일어날 사건을   ③ 형성되다

4  여운이   ④  한 장면 같다

5  마치 영화의   ⑤  탁월하다

2

43

1

구성이 복잡하고  

내용이 긴 소설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

무술이 뛰어난 협객 따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길이가 짧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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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  와 같이 문장을 써 보세요.
 Complete the sentences as in the example.

1 알맞은 것을 연결하여 문장을 써 보세요.
 Connect the matching choices and write sentences.

문법 및 표현  Grammar & Expressions

 -더니만 

 -는 것이다 

보기   오전에는 날씨가 꽤 쌀쌀했다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

1  TV를 가까이에서 자주 봤다   전원이 갑자기 꺼져 버렸다

2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오후가 되니 한결 포근해졌다

3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4  전학을 와서 모든 게 낯설었다   지금은 학교생활에 꽤 익숙해졌다

보기   오전에는 날씨가 꽤 쌀쌀하더니만 오후가 되니 한결 포근해졌다.

1    

2    

3    

4    

나의 안 좋은 습관:

→ 나의 안 좋은 습관은 해야 할 일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다.

보
기

1  나의 장점:

 →    

2  나의 장래 희망:

 →    

3  우리 학교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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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이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의 제목은 뭐예요?
 What is the title of the most impressive work of fiction you read lately?

2 작품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What character was the most impressive in the work?

3 작품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왜 기억에 남아요?
 Discuss the most impressive scene in the work and why.

활동  Activity

 내가 좋아하는 소설 속 등장인물 되어 보기 

 

 

• 누가

• 언제

• 어디에서

• 무슨 일

•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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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읽은 소설 속의 한 장면에 대한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해 보세요.
 Make a script of the scene in the work of fiction you read and perform it as a play.

                                                                                                                                                         

                                                                                                                                                         

                                                                                                                                                         

                                                                                                                                                         

                                                                                                                                                         

                                                                                                                                                         

1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2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연극 대본을 만들어 보세요.

5 준비한 대본으로 연극을 해 보세요.
 Perform the play you prepared.

·이름: 소년(이름 없음)

·역할: 시골에 사는 소년

·성격: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지만 소녀를  

만난 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 감

(장면) 개울가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소녀: 얘.

소년: ...(못 들은 체하며 둑 위로 올라섰다.)

소녀: 얘, 이게 무슨 조개지?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서 소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러자 소년은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소년: 비단 조개

소녀: 이름도 참 곱다... 근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킨다.)

소년: 없다.

소녀: 그럼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 심심해 못 견디겠다.

소년: 저래 뵈도 멀다.

소녀: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제법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이름: 소녀(이름 없음)

·역할:  서울에서 온 윤 초시네 

증손녀

·성격: 적극적이고 외향적임

보
기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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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5
복습 3
Review 3

1 다음을 설명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빈칸에 써 보세요.
 Read the following explanation and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word.

경연대회              극복하다              편견              지휘자              줄거리

동아리              연극              디자이너              발견하다              경력

가로

1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룬 무리

3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 일

5  배우가 관객 앞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연기하는 무대 예술

7  합창이나 연주를 앞에서 이끄는 사람

9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이나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다. 재능을 ◯◯◯◯.

세로

2  소설이나 영화의 주요 내용

4  예술이나 재능을 겨루는 모임

6  어려운 조건이나 고생을 이겨 내다. 어려움/

고난을 ◯◯◯◯.

8  의상이나 건축과 같은 조형 작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의상 ◯◯◯◯.

10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어휘  Vocabulary

7

1

5

3

9

6

4

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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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방법으로 게임을 해 보세요.
 Play a game as the following.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앞으로 갑니다.

•멈춘 곳에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만일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다음 순서 때 한 번 쉬세요.

•한 바퀴를 돌아 ‘출발’ 자리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깁니다.

한 번 더! -는 한편 지원 동기 -다시피 하다
두 칸 앞으로 

가세요!
예술적 재능 -겠습니다

-더니만
두 칸 뒤로  

가세요!

작품 감상 자기소개

한 번  

쉬세요!
-는 것이다

작품 소개 답다
꿈을 위한  

노력

-(으)ㄴ/는/

(으)ㄹ 듯싶다

‘출발’로

돌아가세요!
장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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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 어제와 오늘01
Unit

 어휘

 1. 1  너와집

  2   이글루

  3   수상 가옥

  4   게르

 2. 1  ②

  2   ①

  3   ④

  4   ③

 문법 및 표현

 와/과(는) 달리

 1. 1   집 한 채에 한 가구가 사는 단독 주택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 주택이다.

  2   볏짚으로 지붕을 만드는 초가집과는 달리 기와집은 기

와로 지붕을 덮는다.

  3   도심에 많이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와는 달리 전원주택

은 조용한 교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   자취나 하숙을 이용한 과거의 대학생과는 달리 요즘 대

학생은 원룸을 찾는 경우가 많다. 

 -(ㄴ/는)다는 것이다

 2. 1   초가집의 특징은 지붕을 볏짚으로 만들고 서민들이 주

로 살았다는 것이다.

  2   주거 공유의 장점은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등은 공유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북부 지방의 한옥은 추운 날씨 때문에 가사 업무를 실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4   온돌은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세계의 기후02
Unit

 어휘

 1. 1  한대 기후

  2   냉대 기후

  3   온대 기후

  4   열대 기후

  5   건조 기후

 2. 1  곰팡이

  2   가뭄

  3   건기

  4   토네이도

모범 답안
 문법 및 표현

 -(으)ㄹ뿐더러

 1. 1  지하철은 햇빛이 들지 않을뿐더러 통풍도 잘 안 된다.

  2   제철 과일은 맛이 있을뿐더러 영양도 풍부하다.

  3   폭설이 내리면 교통이 통제될뿐더러 항공기 운항도 중

지된다.

  4   장미꽃은 모양이 예쁠뿐더러 향기도 좋다.

신재생 에너지03
Unit

 어휘

 1. 1  바이오 에너지

  2   태양열 에너지

  3   풍력 에너지

  4   지열 에너지

  5   수력 에너지

 2. 1  ③

  2   ①

  3   ②

  4   ③

  5   ③

  6   ①

 문법 및 표현

 -(으)니만큼/느니만큼

 1. 1   폐기물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니만큼 재활

용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의논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이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만큼 전기세를 아낄 

수 있겠지.

  3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반대하느니만큼 그 문제데 대

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대체 에너지는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느니만큼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조차

 2. 1  선풍기조차

  2   얼굴조차

  3   물조차

  4   밥을 먹기조차

  5   상상조차  

세계의 위치04
Unit

 어휘

 1. 1  유럽

  2   아시아

  3   북아메리카

  4   아프리카

  5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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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서양

 2. 1   ④

  2   ③

  3   ②

  4   ①

 문법 및 표현

 -(으)므로

 1. 1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랜드마크이므로 사람들이 이집트

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다.

  2   말레이시아는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으므로 열대성 기

후가 나타난다.

  3   러시아는 동서양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동

서양의 문화가 함께 나타난다. 

 -(으)로 볼 때

 2. 2   회사의 규모로 볼 때

  3   자원으로 볼 때

  4   발전 속도로 볼 때

복습 105
Unit

 1. 
1

태 양 광
5

신

평
6

재 해

2

해 양 생

3

건
4

기 에

8

아 와 너

프 집
7

지 붕

9

서 리

카
11

습

10

토 네 이 도

합리적인 소비06
Unit

 어휘

 1. 1   저축하다, 아끼다, 절약하다

  2   과소비하다, 빚을 지다, 돈을 펑펑 쓰다, 낭비하다, 충동

구매를 하다 

 2. 1   ⑥

  2   ②

  3   ③

  4   ①

  5   ⑤

  6   ④

 문법 및 표현

 -(으)ㄹ 바에야

 1. 1   복잡한 도시에서 고생할 바에야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2   다른 사람들과 힘들게 협력할 바에야 혼자 하는 게 나

아요.

  3   비싼 가격에 해외여행을 갈 바에야 조용한 곳에서 편하

게 사는 게 나아요.

  4   비싼 돈 주고 휴대 전화를 바꿀 바에야 중고 휴대 전화

를 사는 게 어때요? 

 -기 십상이다

 2. 1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2   금방 지치기 십상이다.

  3   돈을 낭비하기 십상이다.

  4   빚을 지기 십상이다. 

음식과 건강07
Unit

 어휘

 2. 1   라면, 찌개

  2   시금치, 나물

  3   떡, 만두

  4   빵, 생선, 고기

  5   국수, 계란

 문법 및 표현

 -게끔

 1. 1   면이 불지 않게끔 3분 정도만 삶으세요.

  2   고기에 양념이 배게끔 재워 놓으세요.

  3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4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

니다. 

 -아야만/어야만

 2. 1   튀김 요리는 두 번 튀겨야만 

  2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만

  3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4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 속의 단위08
Unit

 어휘

 1. 1   미터(m), 피트(ft), 킬로미터(km), 마일(mile), 센티미터

(cm)

  2   파운드(lb), 킬로그램(kg), 온스(oz)

  3   섭씨, 도(℃), 화씨, 도(℉)

  4   시속(km/h, mi/h), 초속(m/s)

모범 답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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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평균

  2   비율이

  3   2/3

  4   20%

 문법 및 표현

 배가 되다/증가하다/감소하다

 1. 1   2015년 라면 가격은 1965년 라면 가격에 비해 70배 

이상 증가했다.

  2   2015년 휴대 전화 가입자가 1994년에 비해 2만 배 정

도 증가했다.

  3   2015년 출시 휴대폰의 무게가 1998년 출시 휴대폰의 

무게보다 5배나 감소했다.

 -(으)ㄴ/는 데 반해

 2. 1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데 반해 전 과목 평균 성적은 오

르고 있다.

  2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데 반해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

지고 있다.

  3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 반해 쓰레기통이 별로 

없다.

  4   국가 대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어려지는 데 반해 올

림픽 경기 기록은 좋아지고 있다.

도형과 공간의 세계09
Unit

 어휘

 1. 1   원

  2   원기둥

  3   삼각뿔

  4   정사각형

 2. 1   각, 변

  2   높이

  3   지름

  4   둘레

 문법 및 표현

 -(으)나

 1. 1   주변이 시끄럽다. 

  2   키는 많이 컸으나

  3   오래 사셨으나 

  4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으)며

 2. 1   다빈치는 화가이며 건축가이다.

  2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며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3   황금비로 지은 건축물은 아름다우며 안정적이다.

  4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 길을 잘 찾으며 퍼즐을 잘 맞춘

다. 

복습 210
Unit

 1. 
2

낭

1

소 비
4

센
5

충 동
6

구 매

하 티 이

다
3

미 용 비

터

8

우
10

반

선 지

순
9

마 름 모

7

위 치 하 다

동아리 활동과 면접11
Unit

 어휘

 1. 1   독서 동아리

  2   사진 동아리

  3   과학 동아리

  4   미술 동아리

 2. 1   ②

  2   ③

  3   ③

  4   ①

  5   ④

  6   ②

  7   ④

  8   ①

 문법 및 표현

 -고자 –게 되다

 1. 2   직접 체험하고자

  3   교류를 하고자

  4   경험을 쌓고자 

  5   나누고자 

 -겠습니다

 2. 2   기부하겠습니다.

  3   노력하겠습니다.

  4   이루겠습니다. 

  5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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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예술가12
Unit

 어휘

 1. 1   ①

  2   ②

  3   ②

  4   ②

  5   ①

  6   ①

 2. 1   계기

  2   수상 경력

  3   근황

  4   향후 계획

 문법 및 표현

 -다시피 하다

 1. 1   어제는 일이 많아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2   공연 전이라서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해요.

  4   제시카 씨답지 않네요.

  3   신발이 작아서 발을 구겨 넣다시피 했어요.

 답다

 2. 1   너답지 않게 

  2   학생답게 입어야 예뻐.

  3   신인 배우답지 않게 연기를 잘하더라.

  4   제시카 씨답지 않네요.

대중 예술13
Unit

 어휘

 1. 1   판타지, 전쟁, 코미디, 액션, 공포

  2   힙합, 록, 댄스, 재즈, R&B, 발라드, 트로트

 2. 1   ⑤

  2   ①

  3   ③

  4   ②

  5   ④

 문법 및 표현

 -는 한편

 1. 1   마지막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한편 웃음이 나오기

도 했다.

  2   주인공은 돈을 아껴 쓰는 한편 저축도 열심히 해서 재

산을 모았다.

  3   이 뮤지컬 공연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한편 소재도 

참신해서 흥행에 성공했다.

  4   연예인들은 많을 사랑을 받는 한편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 

 -(으)ㄴ/는/(으)ㄹ 듯싶다

 2. 1   시청률 1위를 할 듯싶다.

  2   흥행에 성공할 듯싶다.

  3   대사를 잊어버린 듯싶었다.

  4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듯싶다.

소설 ‘소나기’ 14
Unit

 어휘

 1. 1   장편 소설

  2   무협 소설

  3   전쟁 소설

  4   단편 소설

 2. 1   ③

  2   ⑤

  3   ①

  4   ②

  5   ④

 문법 및 표현

 -더니만

 1. 1   TV를 가까이에서 자주 봤더니만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

  2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3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만 전원이 갑자기 꺼

져 버렸다.

  4   전학을 와서 모든 게 낯설더니만 지금은 학교생활에 꽤 

익숙해졌다.  

 -는 것이다

 2. 1   나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2   나의 장래 희망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3   우리 학교의 특징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복습 315
Unit

 1. 
2

줄
5

연
6

극

거
34

경 력 복

1

동 아 리 연 하

대 다

회

8

디
10

편

7

지 휘 자
9

발 견 하 다

이

너

모범 답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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