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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landmark 26 communicate with
2 pass on 27 steel
3 be familiar with 28 wire
4 appear 29 sign
5 last name 30 behind
6 connect 31 freeze
7 chief 32 possible
8 teach oneself 33 except
9 peaceful 34 support
10 structure 35 blind
11 work 36 tragedy
12 branch 37 strike
13 climb 38 direct
14 enter 39 paralyze
15 physical 40 achieve
16 chapel 41 tap
17 conduct 42 develop
18 devote 43 code
19 injury 44 engineer
20 with the help of 45 vision
21 make sounds 46 dedication
22 several times 47 suspension bridge
23 tower 48 fall into
24 be proud of 49 construction site
25 take one's life 50 sta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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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주요지형 26 ~와 의사소통하다
2 ~을 전달하다 27 강철
3 ~에 익숙하다 28 철사, 선
4 나오다, 출연하다 29 표지판, 간판
5 성 30 ~뒤에 (숨은), 배후에
6 잇다, 연결하다 31 얼리다
7 (계급, 직급상) 최고의 32 가능한
8 독학하다 33 ~을 제외하고, ~외에는
9 평온한, 평화로운 34 떠받치다
10 구조물, 건축물 35 눈이 먼
11 작품 36 비극
12 나뭇가지 37 발생하다
13 오르다, 올라가다 38 지휘하다, 총괄하다
14 (대회에)참가하다 39 마비시키다
15 육체의, 신체의 40 성취하다, 해내다
16 예배당, 교회 41 (가볍게)톡톡 두드리다
17 지휘하다 42 개발하다
18 바치다, 전념하다 43 암호, 부호
19 부상, 상처 44 기사, 엔지니어
20 ~의 도움으로 45 예지력, 선견지명
21 소리를 내다 46 헌신, 전념
22 여러 번 47 현수교
23 탑 48 ~에 빠지다
24 ~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49 공사 현장
25 ~의 목숨을 빼앗다 50 물러서 있다, 나서지 않다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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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정답지

단  어 뜻 단  어 뜻
1 landmark 주요지형 26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2 pass on ~을 전달하다 27 steel 강철
3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28 wire 철사, 선
4 appear 나오다, 출연하다 29 sign 표지판, 간판
5 last name 성 30 behind ~뒤에 (숨은), 배후에
6 connect 잇다, 연결하다 31 freeze 얼리다
7 chief (계급, 직급상) 최고의 32 possible 가능한
8 teach oneself 독학하다 33 except ~을 제외하고, ~외에는
9 peaceful 평온한, 평화로운 34 support 떠받치다
10 structure 구조물, 건축물 35 blind 눈이 먼
11 work 작품 36 tragedy 비극
12 branch 나뭇가지 37 strike 발생하다
13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38 direct 지휘하다, 총괄하다
14 enter (대회에)참가하다 39 paralyze 마비시키다
15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40 achieve 성취하다, 해내다
16 chapel 예배당, 교회 41 tap (가볍게)톡톡 두드리다
17 conduct 지휘하다 42 develop 개발하다
18 devote 바치다, 전념하다 43 code 암호, 부호
19 injury 부상, 상처 44 engineer 기사, 엔지니어
20 with the help of ~의 도움으로 45 vision 예지력, 선견지명
21 make sounds 소리를 내다 46 dedication 헌신, 전념
22 several times 여러 번 47 suspension bridge 현수교
23 tower 탑 48 fall into ~에 빠지다
24 be proud of ~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49 construction site 공사 현장
25 take one's life ~의 목숨을 빼앗다 50 stay back 물러서 있다, 나서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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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 해석

1. Are you familiar with the Brooklyn Bridge 
in New York?
당신은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가 친숙한가요?

2. The bridge appears in many films because 
it is a great landmark of New York.
그 다리는 뉴욕의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에 
등장합니다.

3. It was the first bridge to use steel wire in 
the world.
브루클린 다리는 세계 최초로 강철선을 사용해 
만들어진 다리랍니다.

4. No other suspension bridge was longer and 
taller than the Brooklyn Bridge at that time.
그 당시 그 어떠한 다리도 브루클린 다리보다 더 
길고 더 높은 현수교는 없었습니다.

5. On a sign of the bridge, there are the 
names of the builders of the bridge: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and Emily 
Warren Roebling.
다리의 명판 위에는 이 다리를 건축한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그리고 
Emily Warren Roebling의 이름이 있습니다.

6. Why do they have the same last name?
왜 그들은 모두 같은 성(姓)을 가지고 있을까요?

7. Is there a story behind the Brooklyn 
Bridge?
브루클린 다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
요?

8. From the early 1800s, people in Brooklyn 
felt a need for a bridge that connected 
Brooklyn and Manhattan.
1800년대 초반부터 브루클린 사람들은 브루클린
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
다.

9. When the East River was frozen in winter, 
they had no way to get to Manhattan.
겨울에 이스트 강이 얼면, 사람들은 맨해튼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10. But nobody thought it was possible to 
build a bridge over the East River except one 
man - a famous bridge designer, John 
Roebling.
그러나 유명한 다리 건축가 John Roebling을 제
외하고는 이스트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 Many people said, "The steel wire bridge 
is going to fall into the river."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철선 다리는 강 속
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거야.”

12. That was because they believed that steel 
could not support large structures.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철이 그 큰 구조물을 지탱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 But John thought steel wire would make 
the Brooklyn Bridge stronger than any other 
bridge in the world.
그러나 John은 강철선이 세계 그 어떤 다리보다 
브루클린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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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n 1869, he started the bridge project with 
his son, Washington Roebling.
1869년에  John은 그의 아들 Washington 
Roebling과 함께 다리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5. But there was a serious accident on the 
construction site.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끔직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6. The accident took John's life and made 
Washington the chief leader of the project.
그 사고로 John은 목숨을 잃었고, Washington은 
그 사업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7. Yet tragedy struck again in 1872.
그러나 1872년에 또 한 번 비극이 닥쳤습니다.

18. While Washington was directing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he was paralyzed 
by an accident.
Washington은 다리 건설을 지휘하는 도중, 사고
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19. He couldn't talk or move at all except for 
one finger.
그는 한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전혀 말할 수도, 움
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20. But Washington's physical difficulty didn't 
stop him.
하지만 Washington의 신체적 장애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1. He knew he had to complete his father's 
dream bridge.
그는 아버지가 꿈꾸던 다리를 꼭 완성해야 한다
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2. Washington communicated with his wife, 
Emily Roebling, by tapping his one moving 
finger on her arm.
Washington은 그의 아내인 Emily Roebling의 팔
에 움직이는 한 손가락을 가볍게 톡톡 치면서 의
사소통을 했습니다.

23. He developed a code to give her his 
messages.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24. Emily herself visited the bridge every day 
to pass on these messages to the engineers 
for 11 years.
Emily는 11년 동안 매일 기술자들에게 이 메시지
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다리를 찾아 갔
습니다.

25. She also taught herself bridge engineering 
to direct the bridge's construction.
또한 그녀는 다리 건설을 지휘하기 위해 교량 공
학을 독학했습니다.

26. In 1883, the Brooklyn Bridge was finally 
completed by John Roebling's vision, 
Washington Roebling's passion, and Emily 
Roebling's dedication.
1883년에 브루클린 다리는 John Roebling의 선견
지명, Washington Roeblign의 열정, 그리고 
Emily Roebling의 헌신 덕분에 마침내 완공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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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e Brooklyn Bridge was truly a family 
work.
브루클린 다리는 진정으로 한 가족의 작품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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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어로 적기

1. 당신은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가 친숙한가요?

2. 그 다리는 뉴욕의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에 등장합니다.

3. 브루클린 다리는 세계 최초로 강철선을 사용해 만들어진 다리랍니다.

4. 그 당시 그 어떠한 다리도 브루클린 다리보다 더 길고 더 높은 현수교는 없었습니다.

5. 다리의 명판 위에는 이 다리를 건축한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그리고 Emily 
Warren Roebling의 이름이 있습니다.

6. 왜 그들은 모두 같은 성(姓)을 가지고 있을까요?

7. 브루클린 다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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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00년대 초반부터 브루클린 사람들은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9. 겨울에 이스트 강이 얼면, 사람들은 맨해튼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10. 그러나 유명한 다리 건축가 John Roebling을 제외하고는 이스트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철선 다리는 강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거야.”

12.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철이 그 큰 구조물을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 그러나 John은 강철선이 세계 그 어떤 다리보다 브루클린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 1869년에  John은 그의 아들 Washington Roebling과 함께 다리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5.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끔직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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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10 -

16. 그 사고로 John은 목숨을 잃었고, Washington은 그 사업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7. 그러나 1872년에 또 한 번 비극이 닥쳤습니다.

18. Washington은 다리 건설을 지휘하는 도중,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19. 그는 한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전혀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20. 하지만 Washington의 신체적 장애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1. 그는 아버지가 꿈꾸던 다리를 꼭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2. Washington은 그의 아내인 Emily Roebling의 팔에 움직이는 한 손가락을 가볍게 톡톡 치면서 의사
소통을 했습니다.

23.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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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mily는 11년 동안 매일 기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다리를 찾아 갔
습니다.

25. 또한 그녀는 다리 건설을 지휘하기 위해 교량 공학을 독학했습니다.

26. 1883년에 브루클린 다리는 John Roebling의 선견지명, Washington Roeblign의 열정, 그리고 Emily 
Roebling의 헌신 덕분에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27. 브루클린 다리는 진정으로 한 가족의 작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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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배열하기

1. 당신은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가 친숙한가요?
(New York / Brooklyn Bridge / familiar / with 
/ you / the / are / in)?

2. 그 다리는 뉴욕의 명소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
에 등장합니다.
(the / landmark / great / it / is / because / a / 
appears / bridge / in / many / films / of / 
New York).

3. 브루클린 다리는 세계 최초로 강철선을 사용해 
만들어진 다리랍니다.
(to / was / wire / use / steel / world / in / 
first / it / the / bridge / the).

4. 그 당시 그 어떠한 다리도 브루클린 다리보다 
더 길고 더 높은 현수교는 없었습니다.
(and / time / taller / other / the / Brooklyn 
Bridge / than / at / longer / no / bridge / was 
/ suspension / that).

5. 다리의 명판 위에는 이 다리를 건축한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그리고 
Emily Warren Roebling의 이름이 있습니다.
(the / bridge / are / names / the / builders / 
of / of / a / of / the / bridge, / sign / on / 
there / the):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and Emily Warren Roebling.

6. 왜 그들은 모두 같은 성(姓)을 가지고 있을까
요?
(have / name / they / the / do / same / why / 
last)?

7. 브루클린 다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
요?
(is / Brooklyn Bridge / story / a / behind / the 
/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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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00년대 초반부터 브루클린 사람들은 브루클
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다리의 필요성을 느꼈습
니다.
(in / felt / a / need / Brooklyn / for / a / 
connected / that / bridge / Manhattan / 
Brooklyn / people / the / early / from / 1800s, 
/ and).

9. 겨울에 이스트 강이 얼면, 사람들은 맨해튼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frozen / in / was / had / they / no / the / 
winter, / East River / when / Manhattan / to / 
get / to / way).

10. 그러나 유명한 다리 건축가 John Roebling을 
제외하고는 이스트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가능
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to / build / but / a / over / man / except / 
the / East River / bridge / thought / possible / 
it / was / nobody / one) - a famous bridge 
designer, John Roebling.

11.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철선 다리는 
강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거야.”
Many people said, "(steel / river / to / into / 
the / bridge / the / wire / is / going / fall)."

12.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철이 그 큰 구조물을 지
탱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teel / support / because / structures / could 
/ believed / was / they / that / that / not / 
large).

13. 그러나 John은 강철선이 세계 그 어떤 다리
보다 브루클린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e / thought / any / Brooklyn Bridge / than / 
other / in / the / bridge / stronger / would / 
make / John / steel / but / wire / world).

14. 1869년에  John은 그의 아들 Washington 
Roebling과 함께 다리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ridge / started / son, / Washington Roebling 
/ he / project / the / in / his / 1869, /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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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끔직한 사고가 발생하
고 말았습니다.
(accident / there / construction / site / on / 
serious / but / was / a / the).

16. 그 사고로 John은 목숨을 잃었고, 
Washington은 그 사업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
다.
(chief / the / made / Washington / project / 
the / leader / of / and / took / John's / life / 
accident / the).

17. 그러나 1872년에 또 한 번 비극이 닥쳤습니
다.
(again / in / yet / struck / tragedy / 1872).

18. Washington은 다리 건설을 지휘하는 도중,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bridge / construction / while / of / directing / 
Washington / was / the / the), (he / paralyzed 
/ was / accident / an / by).

19. 그는 한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전혀 말할 수
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move / at / finger / all / couldn't / for / 
except / talk / or / he / one).

20. 하지만 Washington의 신체적 장애도 그를 막
을 수 없었습니다.
(didn't / him / physical / difficulty / but / 
Washington's / stop).

21. 그는 아버지가 꿈꾸던 다리를 꼭 완성해야 한
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father's / complete / he / bridge / his / had / 
knew / he / to / dream).

22. Washington은 그의 아내인 Emily Roebling의 
팔에 움직이는 한 손가락을 가볍게 톡톡 치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finger / tapping / Emily Roebling, / arm / 
communicated / moving / by / his / one / his / 
with / wife, / Washington / on /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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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내에게 전해주기 위
해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code / to / her / his / give / developed / a / 
messages / he).

24. Emily는 11년 동안 매일 기술자들에게 이 메
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다리를 찾
아 갔습니다.
(Emily / day / to / pass / for / engineers / 
every / visited / herself / the / bridge / on / 
these / years / messages / to / the / 11).

25. 또한 그녀는 다리 건설을 지휘하기 위해 교량 
공학을 독학했습니다.
(bridge / engineering / construction / direct / 
she / the / herself / also / to / taught / 
bridge's).

26. 1883년에 브루클린 다리는 John Roebling의 
선견지명, Washington Roeblign의 열정, 그리고 
Emily Roebling의 헌신 덕분에 마침내 완공되었
습니다.
(by / John Roebling's / vision, / passion, / 
finally / completed / dedication / Washington 
Roebling's / and / in / 1883, / the / Brooklyn 
Bridge / was / Emily Roebling's).

27. 브루클린 다리는 진정으로 한 가족의 작품이
었습니다.
(was / Brooklyn Bridge / truly / work / the / 
family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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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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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빈칸 채우기

The Brooklyn Bridge

 Are you ________ _____1) the Brooklyn Bridge 
in New York? The bridge ________ ___2) many 
films ________3) it is a great _________4) of 
New York. It was the first bridge ___5) use 
steel wire in the world. ___ ______6) 
suspension bridge was _______7) and _______ 
_____8) the Brooklyn Bridge ___ _____ _____9). 
On a sign of the bridge, there are the names 
of the builders of the bridge: John A. 
Roebling, Washington A. Roebling, and Emily 
Warren Roebling. Why do they have the same 
_____ _____10)? Is there a story _______11) the 
Brooklyn Bridge?

 From the early 1800s, people in Brooklyn felt 
__ _____12) for a bridge _____13) connected 
Brooklyn and Manhattan. When the East River 
was ______14) in winter, they had no way to 
____ ___15) Manhattan. But nobody thought __
_16) was _________ ___17) build a bridge over 
the East River _______18) one man - a famous 
bridge designer, John Roebling. Many people 
said, "The steel wire bridge ___ ______ ___19) 
fall into the river." _____ ____ ________20) they 
believed that steel could not support large 
structures. But John thought steel wire would 
make the Brooklyn Bridge stronger _____ ____ 
______21) bridge in the world.

 In 1869, he started the bridge project with 
his son, Washington Roebling. But there was a 
serious _________22) on the construction site. 
The accident _____23) John's life and made 
Washington the chief leader of the project. 
____24) tragedy struck again in 1872. ______25) 
Washington was directing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he was __________26) by an 
accident. He ________27) talk or move ___ ___
_28) except for one finger. But Washington's 
physical difficulty didn't stop him. He knew he 
had to complete his father's ______29) bridge.

 Washington communicated with his wife, 
Emily Roebling, ___ ________30) his one moving 
finger on her arm. He developed a code to 
give her his messages. Emily ________31) 
visited the bridge every day to pass on these 
messages to the engineers for 11 years. She 
also _______ ________32) bridge engineering to 
direct the bridge's construction. In 1883, the 
Brooklyn Bridge was finally __________33) by 
John Roebling's vision, Washington Roebling's 
passion, and Emily Roebling's dedication. The 
Brooklyn Bridge was _______34) a family ____
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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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miliar with2) appears in3) because4) landmark5) to6) No other7) longer8) taller than9) at that time10) last name11) behind12) a need13) that14) frozen15) get to16) it17) possible to18) except19) is going to20) That was because21) than any other22) accident23) took24) Yet25) While26) paralyzed27) couldn't28) at all29) dream30) by tapping31) herself32) taught herself33) completed34) truly35)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