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2 내신대비

비상(이석재) 9과 – 기본편(본문)

올바른선생님연합 중등부



중2 내신대비 비상(이석재) 9과 – 기본편(본문)

※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2 -

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mission 26 creature
2 take a break 27 explore
3 loudly 28 planet
4 magical 29 similar
5 application form 30 valley
6 field 31 life
7 interest 32 imagine
8 communication 33 get to
9 language 34 reach
10 distance 35 amazing
11 explore 36 landing
12 leave for 37 broken
13 run 38 part
14 observe 39 signal
15 set 40 telescope
16 astronaut 41 exploration
17 dried 42 sandstorm
18 packed 43 block
19 last 44 fall into a deep sleep
20 spacecraft 45 get stuck
21 outer solar system 46 escape
22 creation 47 surface
23 on the Internet 48 evidence
24 search for 49 ancient
25 necessary 50 take a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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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임무, 사명 26 생명체, 생물성
2 휴식을 취하다 27 탐험[탐사]하다
3 큰 소리로 28 행성
4 마법의 29 비슷한, 유사한
5 신청서, 지원 양식 30 계곡, 골짜기
6 분야 31 생명(체)
7 관심 32 상상하다
8 의사소통 33 ~에 도착하다
9 언어 34 ~에 이르다, 도달하다
10 거리 35 놀라운, 멋진
11 탐험하다 36 착륙
12 ~를 향해 떠나다 37 부서진, 깨진
13 운영하다 38 일부, 부분
14 관찰하다 39 신호
15 (해, 달이) 지다 40 망원경
16 우주비행사 41 탐사, 탐험
17 건조한, 말린 42 모래폭풍
18 포장된 43 막다, 차단하다
19 지속하다 44 깊은 잠에 빠지다
20 우주왕복선 45 꼼짝 못하게 되다
21 바깥쪽 태양계 46 탈출하다, 도망치다
22 창조 47 표면
23 인터넷으로 48 증거
24 ~을 찾다 49 고대의, 아주 오래된
25 필수적인 50 여행을 하다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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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정답지

단  어 뜻 단  어 뜻
1 mission 임무, 사명 26 creature 생명체, 생물성
2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 27 explore 탐험[탐사]하다
3 loudly 큰 소리로 28 planet 행성
4 magical 마법의 29 similar 비슷한, 유사한
5 application form 신청서, 지원 양식 30 valley 계곡, 골짜기
6 field 분야 31 life 생명(체)
7 interest 관심 32 imagine 상상하다
8 communication 의사소통 33 get to ~에 도착하다
9 language 언어 34 reach ~에 이르다, 도달하다
10 distance 거리 35 amazing 놀라운, 멋진
11 explore 탐험하다 36 landing 착륙
12 leave for ~를 향해 떠나다 37 broken 부서진, 깨진
13 run 운영하다 38 part 일부, 부분
14 observe 관찰하다 39 signal 신호
15 set (해, 달이) 지다 40 telescope 망원경
16 astronaut 우주비행사 41 exploration 탐사, 탐험
17 dried 건조한, 말린 42 sandstorm 모래폭풍
18 packed 포장된 43 block 막다, 차단하다
19 last 지속하다 44 fall into a deep sleep 깊은 잠에 빠지다
20 spacecraft 우주왕복선 45 get stuck 꼼짝 못하게 되다
21 outer solar system 바깥쪽 태양계 46 escape 탈출하다, 도망치다
22 creation 창조 47 surface 표면
23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48 evidence 증거
24 search for ~을 찾다 49 ancient 고대의, 아주 오래된
25 necessary 필수적인 50 take a tour 여행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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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 해석

1.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

2. My name is Opportunity, and I am a robot 
on Mars. 
내 이름은 Opportunity이고, 나는 화성에 있는 로
봇이야.

3. NASA scientists sent me to explore Mars 
in 2003. 
NASA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2003년에 나
를 이곳에 보냈어.

4. Do you know why they sent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그들이 왜 나를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으로 보냈
는지 알아?

5. It is because Mars is similar to Earth.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와 흡사하기 때문이야.

6. Mars and Earth have valleys and mountains. 
화성과 지구에는 계곡과 산이 있지.

7. The two planets have similar weather and 
seasons. 
두 행성은 유사한 날씨와 계절이 있어.

8. So for many years, people have thought 
that there could be life on Mars.
그래서 수년간 사람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
라고 생각해왔어.

9. Can you imagine how long it took me to 
get to Mars? 
내가 화성에 도착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
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

10. It took me about 7 months to reach Mars. 
내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어.

11. It was such a long trip! 
참으로 긴 여행이었지!

12. The distance from Earth to Mars changes 
all the time because the two planets are 
moving around the Sun at different speeds. 
지구와 화성 간 거리는 항상 변하는데, 이는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
야.

13. I left for Mars when Mars reached its 
closest point to Earth.
나는 화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
을 때 화성으로 출발했어.

14. While I was traveling to Mars, I was 
worried about landing.
난 화성으로 가는 동안 잘 착륙할 수 있을지 걱
정을 했어.

15. Fortunately, I got to Mars without any 
broken parts. 
다행히도 나는 부서진 곳 하나 없이 화성에 도착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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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When I sent the first signal to Earth, I 
was very excited.
지구에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을 땐, 무척이나 기
뻤어.

17. Let me tell you about my daily life on 
Mars.
화성에서의 내 일상생활에 대해 얘기해 줄게. 

18. I get energy from the Sun.
나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19. So I get up as the Sun rises, and I go to 
sleep as the Sun sets.
그래서 태양이 뜰 때 일어나고, 태양이 질 때 잠
을 자. 

20. I sometimes had problems during my 
explorations.
가끔은 탐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 

21. In 2007, a heavy sandstorm blocked the 
Sun completely for 6 weeks, and I fell into a 
deep sleep because I had no energy. 
2007년에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6주 동안 태양을 
완전히 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

22. One time I got stuck in the sand. 
한번은 모래 속에 파묻힌 적도 있었어.

23. Oh, boy! It took me a few months to 
escape from there!
오, 말도 마!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수개월
이나 걸렸지 뭐야!

24. My main mission was to take pictures of 
Mars' surface, to study rocks, and to send the 
data to Earth. 
나의 주된 임무는 화성 표면의 사진을 찍고, 암석
을 조사하고,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었어. 

25. I finally found evidence of water on 
ancient Mars. 
나는 마침내 고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 

26. Water is necessary for all living creatures, 
isn't it?
물은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 

27. Then could there be life on Mars?
그렇다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28. Imagine how exciting it would be to 
answer, "Yes!"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지 
상상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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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어로 적기

1. 안녕, 여러분.

2. 내 이름은 Opportunity이고, 나는 화성에 있는 로봇이야.

3. NASA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2003년에 나를 이곳에 보냈어.

4. 그들이 왜 나를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으로 보냈는지 알아?

5.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와 흡사하기 때문이야.

6. 화성과 지구에는 계곡과 산이 있지.

7. 두 행성은 유사한 날씨와 계절이 있어.

8. 그래서 수년간 사람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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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가 화성에 도착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

10. 내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어.

11. 참으로 긴 여행이었지!

12. 지구와 화성 간 거리는 항상 변하는데, 이는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13. 나는 화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을 때 화성으로 출발했어.

14. 난 화성으로 가는 동안 잘 착륙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

15. 다행히도 나는 부서진 곳 하나 없이 화성에 도착했지. 

16. 지구에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을 땐, 무척이나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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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성에서의 내 일상생활에 대해 얘기해 줄게. 

18. 나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19. 그래서 태양이 뜰 때 일어나고, 태양이 질 때 잠을 자. 

20. 가끔은 탐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 

21. 2007년에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6주 동안 태양을 완전히 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

22. 한번은 모래 속에 파묻힌 적도 있었어.

23. 오, 말도 마!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수개월이나 걸렸지 뭐야!

24. 나의 주된 임무는 화성 표면의 사진을 찍고, 암석을 조사하고,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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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마침내 고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 

26. 물은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 

27. 그렇다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28.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지 상상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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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배열하기

1. 안녕, 여러분.
(everyone / hello,). 

2. 내 이름은 Opportunity이고, 나는 화성에 있는 
로봇이야.
(Opportunity, / my / name / am / on / a / is / 
and / I / Mars / robot). 

3. NASA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를 위해 2003년에 
나를 이곳에 보냈어.
(Mars / 2003 / explore / scientists / sent / 
NASA / me / to / in). 

4. 그들이 왜 나를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으로 보
냈는지 알아?
(me / to / not / know / to / and / a / you / 
why / they / Mars / planet / sent / do / 
different)? 

5.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와 흡사하기 때문이야.
(Mars / is / because / is / it / Earth / to / 
similar). 

6. 화성과 지구에는 계곡과 산이 있지.
(Mars / have / mountains / and / valleys / 
Earth / and). 

7. 두 행성은 유사한 날씨와 계절이 있어.
(similar / weather / seasons / two / the / 
planets / have / and). 

8. 그래서 수년간 사람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어.
(people / have / Mars / thought / that / there 
/ on / for / be / many / years, / so / could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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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가 화성에 도착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
렸는지 상상할 수 있겠어?
(how / it / took / imagine / me  /can / to / 
you / long / Mars / get / to)? 

10. 내가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
어.
(about / it / 7 / to / took / me / Mars / 
months / reach). 

11. 참으로 긴 여행이었지!
(trip / a / long / was / it / such)! 

12. 지구와 화성 간 거리는 항상 변하는데, 이는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
이야.
(to / distance / Mars / all / the / time / 
because / the / two / are / changes / around / 
the / moving / Sun / at / the / from / speeds / 
planets / Earth / different).

13. 나는 화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
했을 때 화성으로 출발했어.
(reached / for / Earth / its / closest / left / 
point / Mars / when / I / Mars / to).

14. 난 화성으로 가는 동안 잘 착륙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
(was / Mars, / I / landing / about / was / I / 
traveling / to / while  / worried).

15. 다행히도 나는 부서진 곳 하나 없이 화성에 
도착했지. 
(Mars / parts / got / without / broken / to / 
fortunately, / I / any).

16. 지구에 처음으로 신호를 보냈을 땐, 무척이나 
기뻤어.
(sent / first / to / was / Earth, / I / excited / 
I / the / signal / when /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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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성에서의 내 일상생활에 대해 얘기해 줄게.
(let / Mars / about / daily / me / tell / life / 
you / my / on).

18. 나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from / energy / get / Sun / I / the).

19. 그래서 태양이 뜰 때 일어나고, 태양이 질 때 
잠을 자.
(as / the / so / sets / Sun / and / I / get / 
rises, / up / I / as / go / to / sleep / the / 
Sun).

20. 가끔은 탐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
(explorations / had / I / problems / during / 
sometimes / my).

21. 2007년에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6주 동안 태
양을 완전히 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에너
지를 공급받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
(blocked / completely / 2007, / the / Sun / for 
/ 6 / sleep / weeks, / and / I / fell / a / 
heavy / into / sandstorm / in / a / had / deep 
/ energy / because / I / no). 

22. 한번은 모래 속에 파묻힌 적도 있었어.
(got / sand / one / in / stuck / time / I / the). 

23. 오, 말도 마!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수
개월이나 걸렸지 뭐야!
Oh, boy! (escape / months / took / to / there 
/ me / a / few / it / from)!

24. 나의 주된 임무는 화성 표면의 사진을 찍고, 
암석을 조사하고,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었
어.
(send / pictures / Earth / of / Mars' / mission 
/ surface, / to / rocks, / and / to / the / main 
/ was / to / study / my / take / data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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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마침내 고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
를 찾아냈어.
(ancient / of / I / Mars / water / found / 
evidence / finally / on). 

26. 물은 모든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
(necessary / for / water / all / is / creatures, 
/ isn't / it / living)?

27. 그렇다면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
(there / Mars / be / then / could / life / on)?

28.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지 상상해 봐!
(would / exciting / imagine / it / be / "Yes!" / 
how / answer, / to)



중2 내신대비 비상(이석재) 9과 – 기본편(본문)

※대한민국 올바른선생님연합은 수험생의 학업성취 그리고 선생님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활동합니다.

- 15 -

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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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빈칸 채우기

 Hello, everyone. My name is Opportunity, and 
I am a robot on Mars. NASA scientists sent 
me __ ________1) Mars in 2003. Do you know 
____2) they sent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___ ___ ________3) Mars is 
_______ __4) Earth. Mars and Earth have 
valleys and mountains. The two planets have 
similar weather and seasons. So ____5) many 
years, people _____ ________6) that _____ _____ 
__7) life on Mars.

 Can you imagine ___ ____8) it took me to get 
to Mars? It took me _____9) 7 months __ 
______10) Mars. It was ____ __11) long trip! 
The distance _____12) Earth ___13) Mars 
changes ____ ____ ______14) because the two 
planets are ______ ______15) the Sun __16) 
different speeds. I ____ ___17) Mars _____18) 
Mars reached its _______19) point to Earth. 
______20) I was traveling to Mars, I was 
________ ______21) landing. ____________22), I 
got to Mars ________23) any _______24) parts. 
_____25) I sent the first signal to Earth, I was 
very ________26).

 ____ ___27) tell you about my ______ _____28) 
on Mars. I get energy ______29) the Sun. So I 
get up as the Sun rises, and I go to sleep as 
the Sun sets. I __________30) had problems 
______31) my explorations. __32) 2007, a heavy 
sandstorm blocked the Sun completely for 6 
weeks, and I fell _____33) a deep sleep 
because I had no energy. One time I ____ 
_____34) in the sand. Oh, boy! It took me __ 
_____35) months ___ _______36) from there!

 My main mission was ___ _____37) pictures of 
Mars' surface, ___ ______38) rocks, and ___ 
_____39) the data to Earth. I finally found 
evidence of water on ancient Mars. Water is 
__________40) for all living creatures, _____ __
_41)? Then could there be life on Mars? 
________ ____ ________42) it would be to 
answe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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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explore2) why3) It is because4) similar to5) for6) have thought7) there could be8) how long9) about10) to reach11) such a12) from13) to14) all the time15) moving around16) at17) left for18) when19) closest20) While21) worried about22) Fortunately23) without24) broken25) When26) excited27) Let me28) daily life29) from30) sometimes31) during32) In33) into34) got stuck35) a few36) to escape37) to take38) to study39) to send40) necessary41) isn't it42) Imagine how exc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