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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2
1

I wish +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소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라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다. 형태는 「I wish +주어+동사의 과거형 ~.」이며 조동사가 있는 경우 「I wish +주어+조동사의 과거형+동사의 원형 ~.」
이다.

I wish I werea millionaire.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a new laptop. 내게 새 노트북이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we couldvisit Jejudo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

Grammar Plus

■ 「I wish + 가정법 과거」는 실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유감을 「I’m sorry (that) + 주어 + 동사의 현재
형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I’m sorry (that) I’m not a millionaire. <직설법 현재> 내가 백만장자가 아니라서 유감이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a new laptop. <직설법 현재> 내게 새 노트북이 없어서 유감이다.
I’m sorry (that) we can’t visit Jejudo this summer. <직설법 현재>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제주도를 방문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2

as if + 가정법 과거
「as if +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러한 것 같은 상황을 말할 때 사용되며 ‘마치 ~인 것
처럼’의 의미이다. 형태는 「as if [though]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이다.

She acts as if she weremy boss. 그녀는 마치 그녀가 내 상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You treat me as if I werea child. 너는 내가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한다.
They play as though it werethe last day on Earth. 그들은 마치 지구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논다.
+

Grammar Plus

■ 「as if +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므로 「In fact, 주어 + 동사의 현재형 ~.」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as if절이 긍정이면 직설법
은 부정으로, as if절이 부정이면 직설법은 긍정으로 나타낸다.

In fact, she is not my boss. <직설법 현재> 사실 그녀는 내 상사가 아니다.
In fact, I am not a child. <직설법 현재> 사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In fact, it’s not the last day on Earth. <직설법 현재> 사실 지구상의 마지막 날은 아니다.
■ 「as if + 직설법 현재」는 「as if + 가정법 과거」와 달리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She looks as if she isill. 그녀는 아파 보인다. (→ 실제로 아플 수도 있음)
She looks as if she wereill. 그녀는 마치 아픈 것처럼 보인다. (→ 실제로는 아프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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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6쪽

Grammar Practice 2
A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I wish she (be / were) my girlfriend.
2 I wish I (could / could have) speak Chinese well.

A
•behave 행동하다
•college 대학(교)

3 He acts as if he (are / were) my father.
4 She behaves as if she (become / became) a college student.

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우리가 도시에 산다면 좋을 텐데. (live)
→ I wish we
in the city.
2 Lisa는 모델처럼 걷는다. (be)
→ Lisa walks as if she

B
•live 살다
•city 도시
•work 일하다

a model.

3 그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일한다. (have)
→ He works as if he
no time.

C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C

1 내가 건강하다면 좋을 텐데.
→ I wish

‘~라면 좋을 텐데’는 「I wish +

.

가정법 과거」로, ‘마치 ~인 것
처럼’은 「as if + 가정법 과거」로

2 그 그림 속의 개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
→ T
 he dog in the painting looks

표현한다.

.

3 그가 사실을 말한다면 좋을 텐데.
the truth.

→

D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I ’m sorry that I’m not a good singer. I wish I
.

2 I ’m sorry that you can’t come to the festival. I wish you
.
 he acts
3 S
a queen.

D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
대이므로, 가정법의 내용을 반
대로 뒤집으면 직설법 문장이
된다.

a queen. In fact, she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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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1
A

정답과 해설

27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만약 네가 오지 못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come)
→ If you
, I’ll be disappointed.
2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낚시를 갈 수 없다. (rain)
→ If
tomorrow, we can’t go fishing.
3 만약 내가 그 직업을 얻는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get)
→ If
the job, I would be happy.
4 만약 내게 여분의 돈이 있다면, 나는 너에게 줄 텐데. (have)
→
extra money, I would give it to you.
5 내가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keep)
→I
a pet.
6 그는 마치 아기인 것처럼 잔다. (be)
→ He sleeps

B

.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왕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the king, lived, wish)
→I
longer.
2 그는 마치 우리의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leader, were, our, he, as if )
→ He behaves
.
3 만약 Sally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녀는 걸어서 학교에 갈 텐데. (had, Sally, time, if )
→
, she would walk to school.
4 그녀는 마치 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걷는다. (were, as if, on ice, walks, she)
→ She
.
5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텐데. (exceed, wouldn’t, the speed limit, I )
→ If I were you,
.
6 내게 더 강한 의지력이 있다면 좋을 텐데. (stronger, had, I, I, wish)
→
will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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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2
A

정답과 해설

27쪽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시오.

1

    2

    3

1 A: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a garden?
B: If I had a garden,

.

2 A: Where would you go if you had a week for vacation?
B: If I had a week for vacation,

.

3 A: If you could travel to the past, who would you meet?
B: If I could travel to the past,

B

.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영화에 대한 평을 말하는 대화를 완성하시오.

Andy:	I wish

(can, dance)

Sarah:	Mike dances as
Mina:	I f

like Mike in the movie.
.



(be, a bird)

Mike’s friend, I

him every day. (can, be, will,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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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1

정답과 해설

ADDRESS(D)

28쪽

GO

ADDRESS(D)
Mail

SEND

CANCEL

Mail

SEND

CANCEL

GO

Hello Sarah,
How have you been? I hope you are enjoying your winter vacation.

I’m having the most wonderful time here in Finland. I wish you were
here, too. Yesterday, I took a sleigh ride to the forest. In some parts

of Finland, the reindeer pulls a sleigh, so it feels (Santa, if, I,
became, as). At night, we went out to chase the Northern Lights.

Thanks to the clear sky, I finally saw them. It wa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I’m attaching some pictures of the reindeer and the
Northern Lights. See you soon.
Yours,
Mina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미나는 핀란드에서 Sarah에게 이메일을 썼다.

② 미나는 Sarah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③ 미나는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탔다.

④ 미나는 실제로 썰매를 탄 산타를 만났다.
⑤ 미나는 맑은 하늘 덕분에 밤에 북극광을 보았다.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

Words & Phrases
vacation  휴가

sleigh  썰매

reindeer  순록

chase  쫓다

the Northern Lights 북극광

clear  맑은

extraordinary  기이한, 놀라운

experience  경험

attach  첨부하다,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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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2

정답과 해설

28쪽

In human history, people thought the world was flat. They thought

that if you traveled far enough in one direction, you would

eventually come to the edge of the world. Then, about two thousand

years ago, people started to come up with the theory that the earth is
round. This meant that if you traveled far enough in one direction,

you would eventually come back to the starting point. However,

many people ruled this theory out until Ferdinand Magellan’s

expedition became the firs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expedition
first sailed west from Portugal, around South America, and across the Pacific, before they
returned around South Africa back to Portugal.

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① 누가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는가?
② 언제 Magellan이 탐험대를 이끌었는가?

③ Magellan의 탐험대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④ 누가 처음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말했는가?
⑤ 언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처럼 생각한 이유를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

Words & Phrases
flat  평평한

direction  방향

eventually  결국, 마침내

edge  끝, 가장자리

come up with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 내다

theory  이론

rule out 배제하다

expedition  탐험대, 탐험

sail  항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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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1. ‘~밖의, ~을 넘어서’를 뜻하는 extra- (변화형 extro-)
ordinary평범한
평범한 하루: an
terrestrial지구의
지구 생명체:

day

extraordinary 기이한, 놀라운
기이한 경험: an
experience
extraterrestrial 외계인의, 지구 밖의
외계인, 우주인
외계 생명체:
life

life

curricular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subjects

extracurricular 교과 외의
비교과 활동:
activities

sensory감각의
감각 기관:

extrasensory 초감각적인
초감각적 감지:
perception

organs

extralegal 법의 영역 밖의
법의 영역 밖의 요소:

factors

expedition 탐험대, 탐험
탐험대를 이끌다: lead an

exceed 초과하다, 넘다
속도제한을 초과하다:

the speed limit

exhale 내쉬다
숨을 크게 내쉬다:

expose 폭로하다, 드러내다
비밀을 폭로하다:
the secret

legal법률과 관련된, 합법적인
법무 비용:
costs

2. ‘~밖으로’를 뜻하는 ex-

exclude 배제하다
그 남자를 배제하다:
extend 연장하다
만기일을 연장하다:

deeply

the man

the due date

expand 확장시키다, 확대되다
방을 확장시키다:
the room

exit 나가다  출구
빌딩에서 나가다:
export 수출하다
옷을 수출하다:

the building

clothes

expire 기한이 만료되다
회원권이 만료될 것이다: The membership 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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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e이 들어간 동사구
come up with: (아이디어 등을) 생각해 내다
a way to escape. (우리는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 낼 것이다.)
We will
come across: ~을 우연히 발견하다, ~을 우연히 마주치다
her friend at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서 그녀의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니?)
Did she
come down with: (심각하지 않은 병이) 들다, 걸리다
I hope you don’t
a flu. (나는 네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come forward: (도움을 주거나 증인으로) 나서다
. (첫 번째 증인이 나설 것이다.)
The first witness will
come apart: 부서지다, 흩어지다
after you took them out from the oven?
Did the cookies
(네가 오븐에서 쿠키를 꺼낸 뒤 그것들은 부서졌니?)

Voca Checkup

A

영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쓰시오.

1 extracurricular

6 초과하다

2 exclude

7 외계인의; 외계인

3 come down with

8 부서지다

4 extend

9 탐험대, 탐험

5 extrasensory

B

10 내쉬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어구를 완성하시오.

1 an

coincidence (놀라운 우연)

2

gold (금을 우연히 발견하다)

3

cars (차를 수출하다)

4

through the door (문을 통해 나가다)

5

with information (정보를 주려고 나서다)
정답

A	1. 교과 외의 2. 배제하다 3. (심각하지 않은 병이) 들다, 걸리다 4. 연장하다 5. 초감각적인 6. exceed 7. extraterrestrial 8. come apart
9. expedition
B 1. extraordinary

10. exhale
2. come across

3. export 4. exit

5. com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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