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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They arrived ( at / in ) the station. 그들은 역에 도착했다.

2 We read books ( at / in )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3 There is a picture ( on / to ) the wall.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4 He was walking ( down / in ) the street. 그는 거리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5 There is an earring ( over / under ) the sofa. 소파 밑에 귀걸이 한 짝이 있다.

6 A horse jumped ( over / in ) the fence. 말이 담장 위로 뛰어넘었다.

7 The trash can is ( by / next ) the desk. 쓰레기통은 책상 옆에 있다.

8 Many friends came ( at / to ) my house.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

9 I sat down ( between / in ) Suzy and Ann. 나는 Suzy와 Ann 사이에 앉았다.

10 He’s ( from / behind ) China. 그는 중국 출신이다.

11 A frog jumped ( at / into ) the water. 개구리 한 마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12 I go ( from / to ) work on foot. 나는 걸어서 직장에 간다.

B

1 She slowly walked on the hill. on → up 그녀는 천천히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다.

2 A boat is passing down the bridge. down → under 보트 한 대가 다리 밑을 통과하고 

있다.

3 Birds are flying on the tree. on → over 새들이 나무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4 They painted flowers in the walls. in → on 그들은 벽에 꽃을 그렸다.

5 He is going in his dance class. in → to 그는 댄스 수업에 가고 있다.

6 They slept into a tent. into → in 그들은 텐트 안에서 잤다.

7 There is a rainbow on the mountain. on → over 산 위로 무지개가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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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There is a castle next the lake.

There is a castle next to 〔by / beside〕 the lake. 호수 옆에 성이 있다.

2 Let’s meet on the bus stop.

Let’s meet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3 She dropped the glass into the floor.

She dropped the glass on the floor. 그녀는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4 Have you ever been in New York?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너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니?

5 He found a good saying on the book.

He found a good saying in the book. 그는 그 책에서 좋은 격언을 찾았다.

D

1 (English / at / they / the UN / speak / .)

They speak English at the UN. UN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2 (in / everybody / the / living room / is / .)

Everybody is in the living room. 모두 거실에 있다.

3 (a box / is / the bed / under / there / .)

There is a box under the bed. 침대 밑에 상자가 하나 있다.

4 (the Internet / I / them / read / on / .)

I read them on the Internet. 나는 그것들을 인터넷에서 읽었다.

5 (hung / the table / a lamp / over / .)

A lamp hung over the table. 전등이 식탁 위로 매달려 있었다.

6 (the car / out of / he / got / .)

He got out of the car. 그는 차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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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A bear came out of the cave. 곰 한 마리가 동굴에서 나왔다.

2 They come from India. 그들은 인도 출신이다.

3 Your cookies are the best in the world. 네가 만든 쿠키가 세상에서 최고야.

4 A helicopter is flying low over the building. 헬리콥터 한 대가 그 건물 위에서 낮게 

날고 있다.

5 It’s on your right, next to the bookstore. 그것은 당신의 오른쪽, 서점 옆에 있다.

6 He always walks to school. 그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간다.

F

1 A: How do I get to the bank? 은행에 어떻게 가나요?

B: Walk down two blocks. 두 블록 걸어 내려가세요.

A: Yes. 네.

B: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그리고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A: And then? 그 다음에는요?

B: It’s on your right, next to the flower shop. 당신의 오른쪽, 꽃집 옆에 있어요.

2 A: Where are you going to for lunch? 점심 식사를 하러 어디로 갈 거야?

B: I want to have spaghetti at Roberto’s Restaurant. 로베르토 식당에서 스파게티를 먹

고 싶어.

A: Sounds great. Their spaghetti is the best in this city. 좋지. 그 식당의 스파게티가 

이 도시에서 최고야.

B: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3 A: Can you come to my hous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B: OK. Do you still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그럼. 아직도 같은 동네에 사니?

A: Yes. Do you remember my house? 응. 우리 집 기억하니?

B: Of course. Is there a park by it? 물론이지. 옆에 공원이 있지?

A: Yes, there is. 응,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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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He played soccer ( during / for ) three hours. 그는 3시간 동안 축구를 했다.

2 His flight will arrive ( at / on ) 9 : 30. 그가 탄 비행기는 9시 30분에 도착할 것이다.

3 Goodbye! See you ( in / on ) Monday. 안녕! 월요일에 보자.

4 She watched TV ( in / before ) dinner. 그녀는 저녁 식사 전에 TV를 보았다.

5 He will be free ( after / during ) 8 p.m. 그는 저녁 8시 이후에 한가해질 것이다.

6 You can’t get to the hospital ( by / for ) nine. 너는 9시까지는 병원에 도착할 수 없

어.

7 The game continued ( at / till ) 9 : 30 p.m. 경기는 밤 9시 30분까지 계속됐다.

8 She has a plan to visit Sydney ( from / in ) 2013. 그녀는 2013년에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9 We have known each other ( for / since ) last year. 우리는 작년부터 서로 알고 지

낸다.

10 We will reach the station ( around / for ) 3 : 00. 우리는 3시 경에 역에 도착할 것

이다.

11 She’s not at home ( after / from ) morning to afternoon. 그녀는 아침부터 오후까

지는 집에 없다.

12 I traveled to some islands ( during / for ) summer vacation. 나는 여름 방학 동안 

몇몇 섬을 여행했다.

B

1 She doesn’t eat much at the evening. at → in 그녀는 저녁에 많이 먹지 않는다.

2 He went away during a few weeks. during → for 그는 몇 주 동안 떠나 있었다.

3 She goes to a yoga class in Tuesdays. in → on 그녀는 화요일마다 요가 수업에 간다.

4 Shall we meet here on this time tomorrow? on → at 내일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만날

까?

5 Mr. Lee has taught music at my school after this spring. after → since

이 선생님은 금년 봄부터 우리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신다.

6 The airport is very crowded for the holiday season. for → during 그 공항은 휴가

철에 매우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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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The museum is open after 10 a.m. to 5 p.m.

The museum is open from 10 a.m. to 5 p.m.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

관한다.

2 You have to hand in your report for tomorrow.

You have to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She took swimming lessons from four years.

She took swimming lessons for four years. 그녀는 4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다.

4 What did you do at Christmas Eve?

What did you do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무엇을 했니?

5 It’s hot and humid for summer.

It’s hot and humid in summer.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하다.

D

1 (the hall / must be / by 1: 50 / in / you / .)

You must be in the hall by 1:50. 너는 1시 50분까지는 강당 안에 있어야 한다.

2 (around / a walk / he / 5 o’clock / takes / .)

He takes a walk around 5 o’clock. 그는 5시 경에 산책을 한다.

3 (played / until / 10 p.m. / I / video games / .)

I played video games until 10 p.m. 나는 밤 10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다.

4 (join / she / class / will / us / after / .)

She will join us after class. 그녀는 방과 후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5 (the end of / quit / at / his job / he / last month / .)

He quit his job at the end of last month. 그는 지난달 말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6 (the Olympics / during / visited / London / many tourists / .)

Many tourists visited London during the Olympics. 많은 관광객들이 올림픽 경기 동안 

런던을 방문했다.



p.119

E

1 The game begins at 7. I must get there by 6:50 p.m.

경기는 7시에 시작한다. 나는 6시 50분까지는 그곳에 가야 한다.

2 We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3 Don’t speak too much during meals. 식사 중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4 He studies in the library from five to ten. 그는 도서관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

다.

5 I will go to Mina’s house on her birthday. 나는 미나의 생일날 그녀의 집에 갈 것이

다.

6 She heard someone knocking at midnight. 그녀는 자정에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를 들

었다.

7 It’s six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6시다.

8 His speech lasted for two hours. 그의 연설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F

1 A: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

B: I went to Canada with my brother. 나는 형과 함께 캐나다에 갔었어.

A: How long were you there?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B: We were there for two weeks. 우리는 그곳에 2주 동안 있었어.

2 A: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너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B: I always get up at 7 a.m. 나는 항상 아침 7시에 일어나.

A: How about on Sundays? 일요일에는 어때?

B: I usually sleep till late. 보통 늦게까지 자.

3 A: You’ve been reading the same book since last week. 너 지난주부터 같은 책을 읽

고 있구나.

B: It is interesting. I’ll lend it to you. 재미있어. 너에게 빌려줄게.

A: Good. Can you finish it by tomorrow? 좋아. 내일까지 다 읽을 수 있니?

B: I’ll try.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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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I’m sorry ( in / for )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2 She bought three pairs ( for / of ) shoes. 그녀는 구두 3켤레를 샀다.

3 I wrapped the present ( by / with ) paper. 나는 선물을 종이로 포장했다.

4 He goes to work ( by / on ) subway. 그는 전철로 직장에 간다.

5 Everyone can work ( by / in ) this way. 모든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6 He doesn’t know much ( about / from ) Korea.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7 You have a different idea ( for / on ) marriage. 너는 결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구나.

8 I get 50,000 won ( for / with ) pocket money. 나는 용돈으로 5만원을 받는다.

9 The garden looked ( like / on ) a jungle. 그 정원은 정글처럼 보였다.

10 Many foods are made ( from / of ) milk. 많은 음식들이 우유로 만들어진다.

11 She changed bad habit ( as / in ) I advised. 그녀는 내가 조언한 대로 나쁜 습관을 

고쳤다.

B

1 I am proud for Korean culture. for → of 나는 한국 문화가 자랑스럽다.

2 He picked up the pieces for chicken. for → of 그는 치킨 조각들을 집어들었다.

3 I spent 10,000 won in taxis. in → on 나는 택시를 타는 데 1만원을 썼다.

4 He set up a hospital from his own money. from → with 그는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세웠다.

5 He treats everybody like the same way. like → in 그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

로 대한다.

6 Don’t judge a house in its size. in → by 집을 그 크기로 판단하지 마라.

7 She smiled broadly of joy. of → with 그녀는 기쁨으로 환하게 미소지었다.

8 He stayed in the cave by the day broke. by → till〔until〕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동

굴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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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 He wants to be a teacher about you.

He wants to be a teacher like you. 그는 너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한다.

2 The passengers are listed with their age.

The passengers are listed by their age. 승객들은 연령별로 명단에 올려져 있다.

3 We can’t agree in everything.

We can’t agree on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에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다.

4 I can’t go there because my homework.

I can’t go there because of my homework. 나는 숙제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다.

5 There’s something wrong on these pants.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se pants. 이 바지는 뭔가 잘못되었다.

D

1 (a nurse / she / like / looks / .)

She looks like a nurse. 그녀는 간호사처럼 보인다.

2 (crayons / drew / he / with / a picture / .)

He drew a picture with crayons. 그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다.

3 (on / the library / go to / I / foot / .)

I go to the library on foot. 나는 걸어서 도서관에 간다.

4 (because / we / play soccer / the rain / couldn’t / of / .)

We couldn’t play soccer because of the rain. 우리는 비 때문에 축구를 할 수 없었다.

5 (can / travel / by / fast / you / KTX / .)

You can travel fast by KTX. 당신은 KTX로 빨리 여행할 수 있다.

6 (he is / as / I / him / accept / .)

I accept him as he is. 나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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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He looks like a famous star. 그는 유명한 스타처럼 보인다.

2 She spends much money on clothing. 그녀는 옷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3 He wants to hear about the story. 그는 그 이야기에 대해 듣고 싶어한다.

4 He is a member of the science club. 그는 과학 동아리의 회원이다.

5 You shouldn’t drive with one hand. 한 손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6 I got this bag for 50,000 won. 나는 이 가방을 5만원에 샀다.

7 She achieved good results with hard work. 그녀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

다.

8 You can get there in 30 minutes by plane. 비행기를 타면 30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F

1 A: What’s wrong with you? 무슨 일이야?

B: I’m upset because of the contest. 나는 대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A: Why? 왜?

B: I’m worried about losing. 대회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돼.

2 A: I got a bad grade on my math test. 수학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어.

B: That’s too bad. 안됐구나.

A: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하지?

B: You can improve it by studying every day. 매일 공부를 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

어.

3 A: You’ve arrived early. 일찍 도착했구나.

B: That’s because I came back by taxi. 그것은 택시를 타고 돌아왔기 때문이야.

A: How did you get ther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갔는데?

B: I went there by subway. 전철을 타고 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