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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문제지(뜻 적기)

단  어 뜻 단  어 뜻
1 brave 26 divide
2 solution 27 good-looking
3 according to 28 unfair
4 amount 29 care about
5 meal 30 justice
6 beggar 31 take away
7 pile 32 bring back
8 palace 33 be ready to
9 journey 34 storm
10 destroy 35 realize
11 hurt 36 land
12 car accident 37 deserted
13 housework 38 fortunately
14 project 39 refuse
15 gradually 40 turn into
16 castle 41 beg
17 tear 42 equally
18 fire-breathing 43 congratulate
19 take out 44 on one's way
20 noodle 45 chief
21 add 46 maximum
22 eldest 47 tribe
23 half 48 minimum
24 will 49 argue about
25 suggest 50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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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 뜻 단  어 뜻
1 용감한 26 나누다
2 해결(책) 27 잘생긴
3 ~에 따라 28 부당한, 불공평한
4 양 29 ~에 관심을 갖다
5 식사 30 정의, 공정성
6 거지 31 ~을 데리고 가다
7 더미, 무더기 32 ~을 다시 데리고 오다
8 궁, 왕실 33 ~할 준비가 되다
9 여행, 여정 34 폭풍우
10 파괴하다 35 깨닫다
11 다친, 상처를 입은 36 착륙하다
12 자동차 사고 37 사람이 없는, 버려진
13 집안일, 가사 38 운 좋게도
14 과제, 프로젝트 39 거절하다
15 점점 40 ~으로 변하다
16 성, 성곽 41 간청하다, 구걸하다
17 눈물 42 동등하게
18 불을 뿜는 43 축하하다
19 꺼내다 44 ~로 가는 도중에
20 국수 45 추장, 족장
21 더하다, 추가하다 46 최대의, 최대(량)
22 가장 나이가 많은 47 부족
23 반, 절반 48 최소의, 최소(량)
24 유언 49 ~에 대해 언쟁을 하다
25 제안하다 50 재판관, 판사

어휘 테스트 문제지(철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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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테스트 정답지

단  어 뜻 단  어 뜻
1 brave 용감한 26 divide 나누다
2 solution 해결(책) 27 good-looking 잘생긴
3 according to ~에 따라 28 unfair 부당한, 불공평한
4 amount 양 29 care about ~에 관심을 갖다
5 meal 식사 30 justice 정의, 공정성
6 beggar 거지 31 take away ~을 데리고 가다
7 pile 더미, 무더기 32 bring back ~을 다시 데리고 오다
8 palace 궁, 왕실 33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9 journey 여행, 여정 34 storm 폭풍우
10 destroy 파괴하다 35 realize 깨닫다
11 hurt 다친, 상처를 입은 36 land 착륙하다
12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 37 deserted 사람이 없는, 버려진
13 housework 집안일, 가사 38 fortunately 운 좋게도
14 project 과제, 프로젝트 39 refuse 거절하다
15 gradually 점점 40 turn into ~으로 변하다
16 castle 성, 성곽 41 beg 간청하다, 구걸하다
17 tear 눈물 42 equally 동등하게
18 fire-breathing 불을 뿜는 43 congratulate 축하하다
19 take out 꺼내다 44 on one's way ~로 가는 도중에
20 noodle 국수 45 chief 추장, 족장
21 add 더하다, 추가하다 46 maximum 최대의, 최대(량)
22 eldest 가장 나이가 많은 47 tribe 부족
23 half 반, 절반 48 minimum 최소의, 최소(량)
24 will 유언 49 argue about ~에 대해 언쟁을 하다
25 suggest 제안하다 50 judge 재판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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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줄 해석

1. A long time ago, there was a brave and 
good-looking prince, Lapio. 
옛날에 용감하고 잘생긴 Lapio라는 왕자가 있었
습니다. 

2. He was smart, but he was very unfair and 
didn't care about justice. 
그는 똑똑했지만, 매우 불공정했고 정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The King was worried about him and asked 
a wise man to teach him justice. 
왕은 그가 걱정되어 현자에게 정의에 대해 왕자
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4. "Please take him away," said the King. 
“왕자를 멀리 데리고 가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5. "Bring him back when he is ready to be a 
fair king."
“그가 공정한 왕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를 다
시 데리고 오시오.”

6. The wise man took Lapio to the sea. 
현자는 Lapio 왕자를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7. They met a storm.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8. So their ship was destroyed, and they 
landed on a deserted island. 
그 바람에 그들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무
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9. Fortunately, Lapio knew how to catch fish. 
다행히도, Lapio왕자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0. When the wise man asked Lapio to share 
the fish, Lapio refused.
현자는 Lapio 왕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달
라고 했지만, 그는 현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11. Gradually, his fishing became less 
successful, but the wise man began to catch 
birds.
시간이 지날수록, Lapio 왕자는 물고기 잡는 데에 
실패하는 반면, 현자는 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2. Lapio was hungry and begged the wise 
man to share the food, but he refused just as 
Lapio did. 
Lapio 왕자는 배가 고파서 현자에게 음식을 나누
어 달라고 간청했으나 현자는 Lapio 왕자가 자신
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13. The wise man said, "If you can tell me 
the meaning of justice, I'll give you some 
food." 
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왕자께서 정의의 의미
를 내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겠소.” 

14. Lapio said, "I think it's to share equally!"  
Lapio 왕자가 말했습니다. “정의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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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wise man congratulated Lapio and 
gave him some food.
현자는 Lapio 왕자를 축하해주며 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6. That afternoon, a ship saved them from 
the island. 
그날 오후, 어떤 배가 그들을 섬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17. On their way back, they met the chief of 
the Maximum tribe.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Maximum 부족의 족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 The chief said, "If you help us, you'll have 
some gold. 
족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다면, 당신에게 금을 드리겠습니다. 

19. We share meat and vegetables with the 
Minimum tribe, but we always argue about 
how to share them."
우리는 Minimum 부족과 함께 고기와 채소를 나
누어 먹고 있지만, 나누는 방법을 놓고 항상 언쟁
을 합니다.”

20. Lapio suggested dividing the food by the 
number of people.
Lapio 왕자는 인원수대로 음식을 나누도록 제안
했습니다. 

21. When the Maximum people heard of this, 
they got upset.
Maximum부족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22. The Maximums were tall and ate much 
more, bu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tribe 
was small. 
Maximum부족들은 키가 크고 먹는 양은 훨씬 많
지만,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23. After Lapio understood the situation, he 
gave the Maximums a new solution. 
Lapio 왕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Maximum부족
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4. "Share the food according to the amount 
each person eats." 
“각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음식을 나누시오.” 

25. They became happy and gave Lapio some 
gold.
그들은 행복해졌고 Lapio 왕자에게 금을 주었습
니다.

26. On their way home, Lapio and the wise 
man stopped in a small village. 
집으로 돌아오던 중, Lapio 왕자와 현자는 작은 마
을에 들렀습니다. 

27. A poor man served them a meal. 
한 가난한 이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28. A beggar begged on the ground. 
한 거지는 땅바닥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29. And a rich man took care of them well. 
그리고 어떤 부자는 그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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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apio wanted to give them his gold. 
Lapio 왕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금을 주고 싶었습
니다. 

31. So he made three piles of gold and gave 
the big one to the poor man, the middle one 
to the rich man, and the small one to the 
beggar. 
그래서 그는 금을 세 무더기로 만들어 가장 큰 것
은 가난한 이에게, 중간 것은 부자에게, 그리고 가
장 작은 것은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32. Then Lapio said, "I think justice means 
sharing according to the things people did and 
their needs. 
그리고 나서 Lapio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
의란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33. The poor man did something and needs 
gold.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했고 금도 필요합니다. 

34. The rich man also did something but 
doesn't need gold. 
부자 역시 무언가를 했지만 금은 필요치 않습니
다. 

35. The beggar needs gold but did nothing." 
거지는 금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
습니다.” 

36. The wise man smiled.
현자는 미소지었습니다. 

37. Lapio got back to the palace and became a 
fair and wise king.
Lapio 왕자는 성으로 돌아와 공정하고 현명한 왕
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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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어로 적기

1. 옛날에 용감하고 잘생긴 Lapio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2. 그는 똑똑했지만, 매우 불공정했고 정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왕은 그가 걱정되어 현자에게 정의에 대해 왕자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4. “왕자를 멀리 데리고 가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5. “그가 공정한 왕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데리고 오시오.”

6. 현자는 Lapio 왕자를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7.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8. 그 바람에 그들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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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행히도, Lapio왕자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0. 현자는 Lapio 왕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그는 현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11. 시간이 지날수록, Lapio 왕자는 물고기 잡는 데에 실패하는 반면, 현자는 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2. Lapio 왕자는 배가 고파서 현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간청했으나 현자는 Lapio 왕자가 자신에
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13. 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왕자께서 정의의 의미를 내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
겠소.” 

14. Lapio 왕자가 말했습니다. “정의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5. 현자는 Lapio 왕자를 축하해주며 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6. 그날 오후, 어떤 배가 그들을 섬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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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Maximum 부족의 족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8. 족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당신에게 금을 드리겠습니다. 

19. 우리는 Minimum 부족과 함께 고기와 채소를 나누어 먹고 있지만, 나누는 방법을 놓고 항상 언쟁을 
합니다.”

20. Lapio 왕자는 인원수대로 음식을 나누도록 제안했습니다. 

21. Maximum부족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22. Maximum부족들은 키가 크고 먹는 양은 훨씬 많지만,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23. Lapio 왕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Maximum부족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4. “각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음식을 나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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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들은 행복해졌고 Lapio 왕자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26. 집으로 돌아오던 중, Lapio 왕자와 현자는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27. 한 가난한 이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28. 한 거지는 땅바닥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29. 그리고 어떤 부자는 그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30. Lapio 왕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금을 주고 싶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는 금을 세 무더기로 만들어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이에게, 중간 것은 부자에게,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32. 그리고 나서 Lapio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란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와 각자의 필요에 따
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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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했고 금도 필요합니다. 

34. 부자 역시 무언가를 했지만 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35. 거지는 금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6. 현자는 미소지었습니다. 

37. Lapio 왕자는 성으로 돌아와 공정하고 현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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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배열하기

1. 옛날에 용감하고 잘생긴 Lapio라는 왕자가 있
었습니다. 
(brave / was / a / good-looking / time / ago, 
/ prince,  /there / and / long / a / Lapio).

2. 그는 똑똑했지만, 매우 불공정했고 정의에 대
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he / was / he / unfair / care / justice / was / 
and / but / very / didn't / smart, / about). 

3. 왕은 그가 걱정되어 현자에게 정의에 대해 왕
자에게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man / and / about / teach / asked / a / the / 
was / worried / him / wise / to / King / him / 
justice). 

4. “왕자를 멀리 데리고 가시오.” 왕이 말했습니
다.
"(him / please / take / away)," said the King. 

5. “그가 공정한 왕이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데리고 오시오.”
"(him / when / he / be / is / to / a / bring / 
back / ready / king / fair)."

6. 현자는 Lapio 왕자를 바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man / Lapio / sea / wise / took / the / to / 
the).

7.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met / storm / they / a).

8. 그 바람에 그들의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was / landed / their / island / ship / so / 
deserted / and / on / destroyed, / they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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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행히도, Lapio왕자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
고 있었습니다.
(fortunately, / catch / how / Lapio / fish / 
knew / to). 

10. 현자는 Lapio 왕자에게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그는 현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
다.
(to / wise / share / the / refused / when / 
asked / the / man / fish, / Lapio / Lapio).

11. 시간이 지날수록, Lapio 왕자는 물고기 잡는 
데에 실패하는 반면, 현자는 새를 잡기 시작했습
니다.
(less / birds / began / became / wise / his / 
fishing / catch / successful, / but / the / man / 
gradually, / to).

12. Lapio 왕자는 배가 고파서 현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간청했으나 현자는 Lapio 왕자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begged / the / did / wise / share / man / to / 
food, / hungry / was / and / Lapio / the / but 
/ he / refused / just / as / Lapio).

13. 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왕자께서 정의의 
의미를 내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음식을 조금 나누
어 주겠소.” 
The wise man said, "(the / I'll / you / food / 
justice, / of / can / if / tell / me / meaning / 
you / give / some)." 

14. Lapio 왕자가 말했습니다. “정의란 똑같이 나
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Lapio said, "(it's / I / to / equally / think / 
share)!"  

15. 현자는 Lapio 왕자를 축하해주며 그에게 음식
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wise / gave / him / food / man / Lapio / and 
/ the / congratulated / some).

16. 그날 오후, 어떤 배가 그들을 섬으로부터 구
출해 주었습니다.
(island / that / saved / from / ship / afternoon, 
/ them / a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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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Maximum 부족의 족장
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met / back, / the / of / way / the / tribe / 
their / they / on / chief / Maximum).

18. 족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도
와준다면, 당신에게 금을 드리겠습니다.
The chief said, "(if / help / have / us, / you / 
you'll / gold / some). 

19. 우리는 Minimum 부족과 함께 고기와 채소를 
나누어 먹고 있지만, 나누는 방법을 놓고 항상 언
쟁을 합니다.”
(we / how / Minimum / the / share / them / 
tribe, / but / and / we / share / always / meat 
/ about / vegetables / argue / with / to)."

20. Lapio 왕자는 인원수대로 음식을 나누도록 제
안했습니다.
(suggested / food / Lapio / people / by / the / 
number / dividing / the / of).

21. Maximum부족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
다.
(heard / Maximum / of / this, / upset / the / 
got / when / people / they).

22. Maximum부족들은 키가 크고 먹는 양은 훨씬 
많지만, 인원수는 적었습니다.
(Maximums / tribe / were / tall / small / the / 
people / and / number / of / in / the / more, / 
ate / but / much / the / was).

23. Lapio 왕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Maximum
부족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Lapio / understood / the / he / gave / 
Maximums / after / situation, / solution / the / 
a / new).

24. “각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음식을 나누시
오.”
"(share / food / amount / according / eats / 
the / to / the / each /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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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들은 행복해졌고 Lapio 왕자에게 금을 주었
습니다.
(gold / and / gave / became / Lapio / they / 
happy / some).

26. 집으로 돌아오던 중, Lapio 왕자와 현자는 작
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Lapio / village / man / small / their / and / 
on / stopped / in / way / the / wise / home, / 
a).

27. 한 가난한 이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
다.
(man / served / them / poor / a / meal / a). 

28. 한 거지는 땅바닥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ground / beggar / on / begged / a / the).

29. 그리고 어떤 부자는 그들을 극진히 돌보았습
니다.
(took /man / care / of  /a / rich / and / well / 
them).

30. Lapio 왕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금을 주고 싶
었습니다. 
(them / Lapio / to / wanted / gold / give / 
his).

31. 그래서 그는 금을 세 무더기로 만들어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이에게, 중간 것은 부자에게, 그리
고 가장 작은 것은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piles / big / gave / of  / made / gold / and / 
the / to / the / he / one / three / so / man / 
poor), (beggar / the / rich / and / the / small 
/ one / to / the / man, / middle / one / to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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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리고 나서 Lapio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란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는지와 각자의 필요
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Then Lapio said, "(the / things / means / 
people / and / sharing / to / I / did / think / 
justice / needs / according / their). 

33. 가난한 자는 무언가를 했고 금도 필요합니다.
(the / man / and / something / poor / gold / 
did / needs).

34. 부자 역시 무언가를 했지만 금은 필요치 않습
니다.
(man / did / but / gold / doesn't / something / 
rich / the / also / need). 

35. 거지는 금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
았습니다.”
(gold / beggar / nothing / needs / did / the / 
but)."

36. 현자는 미소지었습니다.
(wise / the / smiled / man).

37. Lapio 왕자는 성으로 돌아와 공정하고 현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palace / and / became / to / king / fair / a / 
and / back / got / the / Lapio / 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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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법 및 어휘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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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빈칸 채우기

 __ _____ _____ ____1), there was a brave and 
__________2) prince, Lapio. He was smart, but 
he was very unfair and didn't _____ ______3) 
justice. The King was worried about him and 
asked a wise man ___ ______4) him justice. 
"Please take him away," said the King. "Bring 
him back when he is ______ ___5) be a fair 
king."

 The wise man took Lapio to the sea. They 
met a storm. So their ship was __________6), 
and they _______ ___7) a deserted island. 
__________8), Lapio knew ____ ___ ______9) 
fish. _____10) the wise man asked Lapio to 
share the fish, Lapio refused.

 __________11), his fishing became _____12) 
successful, but the wise man ______ __13) 
catch birds. Lapio was hungry and begged the 
wise man to share the food, but he refused 
just ___14) Lapio ____15). The wise man said, 
"If you can tell me the meaning of justice, I'll 
give you some food." Lapio said, "I think it's 
___ _______16) equally!" The wise man 
__________17) Lapio and gave him some food.

 That afternoon, a ship saved them from the 
island. ___ _____ ____18) back, they met the 
chief of the Maximum tribe. The chief said, 
"___19) you help us, you'll have some gold. We 
share meat and vegetables with the Minimum 
tribe, but we always ______ ______20) how __
_21) share them."

 Lapio _________ _________22) the food by ____ 
______23) of people. _____24) the Maximum 
people ______ ___25) this, they ____26) upset. 
The Maximums were tall and ate _____27) 
more, bu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tribe 
was small. After Lapio understood the 
situation, he gave the Maximums a new 
solution. "Share the food __________ ___28) the 
amount each person eats." They became happy 
and gave Lapio some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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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 ______ ____29) home, Lapio and the wise 
man stopped in a small village. A poor man 
_______30) them a meal. A beggar begged on 
the ground. And a rich man _____ _____ ___31) 
them well. Lapio wanted to give them his gold. 
So he made three ______ ___32) gold and gave 
____ ____ ___33) to the poor man, the middle 
one to the rich man, and the small one to the 
beggar. 
 Then Lapio said, "I think justice means 
sharing __________ ___34) the things people did 
and their needs. The poor man did something 
and needs gold. The rich man also did 
something ____35) doesn't need gold. The 
beggar needs gold but did ________36)." The 
wise man smiled.
 Lapio ____ _____ ___37) the palace and 
became a fair and wis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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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long time ago2) good-looking 3) care about4) to teach5) ready to6) destroyed7) landed on8) Fortunately9) how to catch10) When11) Gradually12) less13) began to14) as15) did16) to share17) congratulated18) On their way19) If20) argue about21) to22) suggested dividing23) the number24) When25) heard of26) got27) much28) according to29) On their way30) served31) took care of32) piles of33) the big one34) according to35) but36) nothing37) got back 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