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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원

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01	 반의어	관계

	 |	해석	|	도착하다	:	떠나다	=	~보다	위에	:	~보다	아래에

02	 유의어	관계	 |	해석	|	최고의	:	단계

03	 동사로	‘닫다’,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close

이다.	

	 |	해석	|	•은행은	4시에	닫는다.	•나는	Amy	가까이에	앉아	있다.	

04	 명사로	‘식물’,	동사로	‘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plant이

다.	 |	해석	|	•식물은	성장을	위해	햇빛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05	 turn	up: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올리다	/	too	~	to	...:	너

무	~해서	…	할	수	없다	 |	해석	|	•밤에	TV	소리를	높이지	마라.	

•나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볼	수	없다.

06	 나머지는	모두	부사인데,	③은	‘자선	단체,	구호	단체,	자선’이

라는	뜻의	명사이다.

	 |	해석	|	①	널리,	폭넓게	②	밝게,	빛나게	④	마침내	⑤	놀랍게도	

07	 ①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의’라는	의미이다.	

08	 어떤	것을	흰색이나	옅은	색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	bleach(표백제)

09	 정면으로	어떤	장소나	위치를	향하게:	forward(앞으로,	앞쪽

에)

10	 ‘충분하고도	남는’이라는	의미의	표현은	more	than	enough

로	쓴다.

01	leave						02	step						03	close						04	Plant〔plant〕						05	⑤						

06	③						07	①						08	bleach						09	forward						10	more	than	

enough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❶ 알고 있음 표현하기 Check Up | p. 6
1		heard								2	been told								3	I’ve heard that, too.								4	I’ve heard 

that Jessica liked me.

❷ 상기시켜 주기 Check Up | p. 7

 1	(1) to be (2) that								2	forget to								3	Let me remind you that 

we are going to have Jane’s birthday party next week.								4	Don’t
〔Never〕 forget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❶ 5형식 동사 + 목적어 + 형용사 Check Up | p. 10
 1	(1) difficult (2) awake							2	(1) open (2) interesting							

3	cheerfully / cheerful							4	③

❷ 사역동사 Check Up | p. 11

1	(1) play (2) study							2	He let us leave early.							3	to move / 

move							4	(1) cut (2) cry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는	것은	사역동사	let이다.	

	 		|	해석	|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강에서	수영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

았다.

02	 make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써서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해석	|	그	선물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03	 make는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써서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04	 leave,	keep,	make,	find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를	써

서	5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으나,	remain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이므로	5형식	문장에	쓸	수	없다.

	 		|	해석	|	Ben은	그	방을	춥게	①	내버려	두었다	②	유지했다	③	만들

었다.	/	Ben은	그	방이	춥다는	것을	④	알게	되었다.

05	 make는	5형식	동사로	목적격보어	자리에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지만	to부정사는	쓸	수	없다.	 |	해석	|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①	간호사로	③	긴장하게	만들었다.	/	그녀의	부모

님은	그녀가	④	말을	멈추게	⑤	그녀의	숙제를	하게	했다.

06	 let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로	동사원형

이	목적격보어로	온다.

	 	|	해석	|	나는	그가	오늘밤에	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07	 목적격보어로	형용사와	동사원형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make이다.	 |	해석	|	•팔굽혀펴기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이다.	•내가	설거지를	하게	만들지	마라.

08	 ‘~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는	「allow	+	목적어	+	to부

정사」	또는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	해석	|	그는	우리가	그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09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keep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	keep에	-s를	붙이고,	목적격보

어	자리에는	부사나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쓴다는	것에	주의

한다.	 |	해석	|	이	로션은	네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10	 ‘~가	…하게	하다’는	「사역동사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쓴다.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sit	still로	

표현한다.

11	 ②	mak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to	go	→	

go	 |	해석	|	①	그	개가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해라.	③	너는	그가	그

01	①						02	happy						03	study						04	⑤						05	②						06	①						07	

④						08	let						09	③						10	I	made	him	sit	still	during	the	concert.	

11	②						12	①						13	②						14	③						15	doing	/	do						16	②,	⑤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A	 1	③						2	②						3	④						4	①						5	②						6	③						7	④						8	①						

9	②						10	③						B			1	impossible						2	local						3	push						4	pour	

5	volume						6	wire						7	in	the	middle						8	turn	off						9	thanks	

to						10	can’t	wait	to						11	꽉	들어찬						12	어둠,	암흑						13	최고

의,	주된						14	널리,	폭넓게						15	앞으로,	앞쪽에						16	겨울방학						

17	~을	환하게	밝히다						18	결국	~	되다						19	적어도,	최소한의						

20	예를	들어,	~와	같은						C			1	village	/	poor	/	electricity						2	

bottle						3	blackout						4	Surprisingly	/	lamp						5	charity	/	local	

/	install	/	lamp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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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outed						②	electricity						③	too	/	to						④	daytime						⑤	

packed						⑥	without						⑦		was	invented						⑧	blackout						⑨	

come						⑩	made						⑪	safe						⑫	clear						⑬	bleach						⑭	remain	

⑮	is	bent						⑯	charity						⑰	install						⑱	popular						⑲	such						⑳	

lives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01	 「형용사	:	명사」의	관계이다.	dark의	명사형은	darkness이

다.	 |	해석	|	중요한	:	중요성	=	어두운	:	어둠

	  유사 문제 	반의어	관계이다.	 safe의	 반의어는	

dangerous이다.	 |	해석	|	안전한	:	위험한	=	기억하다	:	잊다	

02	 ‘누군가나	무엇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당신	쪽에서	멀어

지게	하기	위해	손이나	팔	또는	몸을	사용하다’라는	영영풀이

는	①	push(밀다)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②	음량,	(잡지의)	

권	③	소리	지르다	④	설치하다,	임용하다	⑤	붓다,	따르다

03	 can’t	wait	to:	어서	~하고	싶다	/	thanks	to:	~	덕분에	

	 		|	해석	|	•나는	그	드라마의	다음	회를	어서	보고	싶다.	•나는	너의	

지지	덕분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	

04	 light는	명사로	‘빛’,	‘불’	등의	뜻이	있고,	형용사로	‘가벼운’이

라는	뜻이	있으나,	④에서는	‘비추다,	밝히다’라는	뜻의	동사

로	쓰였다.	 |	해석	|	①	그	장치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다.	②	전

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꺼라.	③	TV	음량을	줄여줄	수	있니?	④	나

는	집을	밝히기	위해	램프를	몇	개	샀다.	⑤	너는	철사를	원	모양으

로	구부려야	한다.

05	 B의	첫	번째	말	두	번째	문장에서	‘그것이	가장	높은	음량’이

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올리다’

라는	의미의	turn	up이	되기	위해	up이	들어가야	한다.	/	②	

turn	over:	몸을	뒤집다	③	turn	on:	(불,	전기,	수도	등을)	켜

다,	틀다	④	turn	down:	(소리·온도	등을)	낮추다	⑤	turn	

off:	(불,	전기,	수도	등을)	끄다,	잠그다		

06	 「I’ve	heard	(that)	+	주어	+	동사	~.」는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I’ve	been	told	(that)	+	주

어	+	동사	~.」로	바꿔	쓸	수	있다.	

	  유사 문제 	Don’t	 forget	 to	~.는	 ‘~하는	것을	잊

지	마.’라고	상대방에게	할	일을	상기시켜	주는	표현으로	

Remember	to	~.로	바꿔	쓸	수	있다.	

07	 A가	B의	전화기를	유리잔	안에	넣자고	했고	B는	지금	그것을	

해	보자고	했다.	

	 		|	해석	|	질문:	그들은	대화	직후에	B의	전화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들은	그것을	유리잔	안에	넣을〔넣어	볼〕	것이다.	

09	 나머지는	모두	앞	내용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고,	②는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10	 ②	Jaden은	나무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해석	|		①	Jaden은	역사	숙제가	있다.	②	Jaden은	나무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다.	③	Jaden은	종이	사용을	멈출	것이다.	④	

Jaden은	그의	손을	말리기	위해	딱	한	장의	종이	수건을	사용해왔

다.	⑤	유리는	종이	수건을	사용하기	전에	10분간	손을	턴다.	

01	darkness	  유사 문제 		dangerous						02	①						03	②						04	④						

05	①						06	④	  유사 문제 		②						07	They	will	put〔try	putting〕	

it	in	a	glass.						08	④						09	②						10	②						11	②						12	④						13	She	

found	the	box	empty.						14	①						15	⑤						16	①		  유사 문제 		

⑤						17	clear						18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19	④						20	③						21	④						22	⑤						23	①						24	④						25	Moser	lamp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26	④						27	②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의	방을	청소하게	해야	한다.	④	나는	나의	여동생이	숙제하는	것을	

도왔다.	⑤	에어컨은	여름	내내	우리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준다.		

12	 주어진	문장은	「주어	+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형용

사)」의	어순으로	배열된	5형식	문장이다.	

13	 ‘~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는	「let	+	목적어	+	동사원

형」	또는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로	나타낸다.

14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는	「keep	+	목적어	+	형용

사」의	어순으로	쓴다.	주어가	the	sweater임에	유의한다.	

15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	make의	목적

격보어로는	동사원형을	쓴다.

16	 ②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한다.	sadly	→	sad	⑤	5형식	동사	find의	목적어	자리에	대

명사가	올	경우	주격이	아닌	목적격	형태를	써야	한다.	he	→	

him	 |	해석	|	①	그들은	그녀를	지도자로	만들었다.	③	문을	열어	

두세요.	④	네	대답을	짧고	간결하게	유지해라.

1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2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3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4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5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6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7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o Moser.  8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9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10	A Moser lamp can be made for 

about one dollar and lasts for about 10 years.  11	It is also very 

safe.  12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13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14	How to make a Moser 

lamp from a bottle  15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16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17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18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19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20	 In the 

Philippines, Moser lamp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21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22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ser lamps.  23	It has 

also made Moser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24	Moser lamps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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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와서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것은	사역동사	let이다.	

12	 ④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아

닌	동사원형이	온다.	to	exercise	→	exercise		

	 		|	해석	|		①	아이들은	그녀를	계속	바쁘게	했다.	②	나는	그	집이	예

쁘다고	생각한다.	③	무엇이	너를	긴장하게	만드니?	⑤	그는	그	수

수께끼들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가	…임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주어	+	find	+	목

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14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쓸	수	있으나,	①	준

사역동사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나	과거분사를	쓴다.	/	

③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

를	쓴다.

	 		|	해석	|	나는	그가	책을	읽도록	②	둘	③	도와줄	④,	⑤	시킬	것이다.

15	 leave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	

running		흐르는	

16	 나머지는	모두	make가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의미의	사

역동사로	쓰인	5형식	문장이고,	①은	‘~에게	…을	만들어	주

다’라는	의미로	쓰인	4형식	문장이다.

	 		|	해석	|	①	그는	그의	아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②	누가	

너에게	식물에	물을	주게	했니?	③	나의	엄마는	내가	개를	산책하

도록	시키셨다.	④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상자를	나르도록	했

다.	⑤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게	하셨다.

	  유사 문제 	나머지는	모두	make가	목적격보어로	형용

사를	취하는	5형식	문장이고,	⑤는	‘~에게	…을	만들어	주다’

라는	의미로	쓰인	4형식	문장이다.	 |	해석	|	①	그	케이크는	나

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②	그것은	그	방을	더	밝게	만들었다.	③	그	

소식은	그를	신나게	했다.	④	산책이	그들을	배고프게	만들었다.	⑤	

그	소녀는	우리에게	신선한	커피를	만들어	주었다.

17	 keep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18	 let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이므로	목적

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to	remain	→	remain

19	 주어진	문장의	a	single	plastic	bottle은	④의	뒤	문장의	One	

plastic	bottle을	가리키므로	④에	와야	한다.

20	 의미상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too	~	to	...가	

들어가야	알맞다.	①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②	

either	A	or	B:	A	또는	B	④	both	A	and	B:	A와	B	둘	다	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21	 ④	플라스틱병으로	램프를	만드는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Marco는	어느	나라에	사는가?	②	Marco의	집은	전기

가	들어오는가?	③	Marco	동네의	사람들은	왜	어둠	속에서	사는

가?	④	플라스틱병으로	어떻게	램프를	만드는가?	⑤	방	전체를	밝

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이	필요한가?

22	 나머지는	모두	‘모저	램프’를	가리키고,	⑤는	진주어	to	make	

이하를	대신하는	가주어이다.

23	 make가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24	 모저	램프의	제작	비용은	약	1달러이고,	수명이	대략	10년이

라는	내용은	있지만,	④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5	 「주어	+	be동사	+	부사	+	과거분사(p.p.)	+	by	+	행위자.」의	어

순으로	배열한다.	be동사의	형태가	are이므로	주어가	복수임

을	알	수	있다.	

26	 내용의	흐름상	모저	램프가	널리	사용되고,	다른	많은	나라에

서	모저	램프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④	unpopular(인

기	없는)가	아닌	popular(인기	있는,	대중적인)가	되어야	알

맞다.

27	 위	글은	모저	램프가	자선	단체를	통해	여러	나라에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01	④	 02	①	  변형 문제 		②	 03	⑤	 04	(1)	fill	(2)	install	

05	⑤		 06	②		 07	They	will	turn	off	the	light	when	they’re	not	

using	it〔when	they	leave	their	room〕.		 	 	08	③	  변형 문제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09	③	 10	①	

11	Wear	socks	to	keep	your	feet	warm.	 12	④	 13	②	 14	④	

15	You	can	make	it	sweet	 16	playing	/	play		 17	④	

18	②,	⑤		 19	to	come	/	come	 20	poor		

21	Because	their〔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22	①	

23	③	 24	(A)	Fill	(B)	Add	(C)	Make	 25	①	 	 26	③
 변형 문제 		⑤	 27	It	teaches	them	how	to	make	and	install	

the	(Moser)	lamps.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01	 ‘주로	곧은	옆면과	좁은	목을	가진	둥근	유리	혹은	플라스틱	

용기’는	④	bottle(병)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접시	②	구멍	③	램프,	등	⑤	표백제	

02	 close는	부사로	‘가까이’,	‘바싹’,	형용사로	‘가까운’,	‘친한’,	‘철

저한’,	동사로	‘닫다’	등의	의미가	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가까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였다.	주어진	문장,	①	부사	②	

~	④	형용사	⑤	동사	 �|	해석	|	너무	가까이	오지	마.	①	그	남자아

이들은	서로	가까이	앉았다.	②	나는	그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③	그	공원은	도서관과	가깝다.	④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과	아주	친

하다.	⑤	그	식당은	몇	시에	문을	닫니?

	  변형 문제 	‘주의	깊고	철저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

은	②이다.		

03	 not	less	than은	‘적어도’라는	뜻으로	at	least와	바꿔	쓸	수	있

다.	/	at	last:	마침내,	at	most:	기껏해야

	 		|	해석	|		그것은	적어도	100달러는	들	것이다.

04	 (1)	‘어떤	것을	무언가로	가득	차게	하다’는	fill(채우다)에	대

한	설명이다.	(2)	‘장비나	가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고정시키다’는	install(설치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	bend:	

구부리다,	굽히다,	spread:	퍼지다,	퍼뜨리다	

05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방을	나갈	때는	전등을	‘꺼야’한다는	

흐름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⑤	turn	on	→	turn	off

06	 ⓐ	전기를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므로	

의문사	what이	알맞다.	ⓑ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의	제안

하는	표현은	「Why	don’t	we	+	동사원형	~?」으로	쓸	수	있다.	

07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전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자고	제

안하고	있다.	 |	해석	|	질문:	그들은	전기를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들은		전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그들의	방을	나

갈	때는〕	그것을	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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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남은	음식을	내일까지	먹도록	상기시키는	표현이	와야	한다.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	표현은	「Don’t	forget	+	to부정사	~.」

나	「Remember	+	to부정사	~.」이다.	「Don’t	forget	+	동명사	

~.」는	과거에	한	일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고,	「Remember	+

동명사	~.」는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변형 문제 	「Don’t	forget	+	동명사	~.」는	과거에	한	일

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뜻의	

상기시키는	표현은	「Don’t	forget	+	to부정사~.」로	써야	한다.	

09	 A가	B에게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갈	거냐고	물었으므로	B가	

음식을	남겼음을	알	수	있다.

10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	해석	|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11	 문장	맨	앞에	‘양말을	신어라’에	해당하는	표현인	Wear	socks

를	쓰고,	‘~하기	위해’라는	뜻을	나타내는	to부정사와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keep	+	목적어	+	목

적격보어(형용사)」를	뒤에	연결해서	쓴다.

12	 ①,	③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used	

→	use	/	to	win	→	win	②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쓴다.	moving	→	move	또는	to	

move	⑤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격보어로	동사

원형을	쓴다.	to	write	→	write		

	 		|	해석	|	④	그	음식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게	만든다.

13	 mak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형용사가	올	수	있으나	부

사는	올	수	없다.	 |	해석	|	나를	①	웃게	③	화나게	④	행복하게	⑤	

특별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

14	 동사	force는	‘~을	강요하다,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뒤

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쓴다.	이	문장은	‘~가	…하게	만

들다,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	make	+	목적어	+	목

적격보어(동사원형)」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그들은	나에게	식사	값을	지불하도록	강요했다.	=	그들은	

내가	식사	값을	내도록	했다.

15	 ‘~을	…하게	만들다’는	「make+목적어+형용사」로	나타낸다.

	 |	해석	|		A:	나는	수프를	좀	만들었지만,	그것은	맛이	좋지	않아.	B:	

너는	설탕을	좀	넣어서	그것을	달게	만들	수	있어.

16	 사역동사	let의	목적격보어로는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	해석	|		A:	내가	어떻게	그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

까?	B:	너는	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

17	 ④	5형식	문장에서	make가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softly	→	soft	

	 		|	해석	|	①	그는	나를	음악가로	만들었다.	②	너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둬야	해.	③	그는	그	소설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⑤	그	소음은	

나를	밤새	깨어있게	했다.

18	 빈칸이	있는	문장	이전에는	전기가	없고	집들이	빽빽하게	들

어차	있어서	낮에도	어둠	속에서	산다는	내용이,	그	이하에는	

플라스틱병	하나로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므

로	빈칸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거나	‘더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9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온다.

20	 위	글의	세	번째	문장인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에서	답을	알	수	있다.

21	 집들이	서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낮	동안에도	어둡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왜	Marco의	마을	사람들은	낮	동안에도	어

둠	속에서	사는가?	7단어로	쓰시오.	→	왜냐하면	그들의〔그〕	집들

이	서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22	 ①	Marco의	집에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는	내용은	없다.

	 		|	해석	|	①	Marco는	이제	그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	②	Marco	

마을의	집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③	Marco	마을의	집들은	

서로	아주	가깝다.	④	Alfredo	Moser가	플라스틱병	램프를	발명

했다.	⑤	Alfredo	Moser는	브라질에	살았다.

23	 ⓐ	모저	램프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조동사	can이	있는	수동태	구문은	「can	+	be	+	과거분

사(p.p.)」의	형태로	쓴다.	ⓑ	햇빛이	‘굴절되는’	것이므로	수

동태	문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를	「be동사	+	과거분

사(p.p.)」의	형태로	쓴다.

24	 (A)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B)	물에	표백제를	‘더하는’	

것이므로	add를	쓴다.	(C)	구멍을	‘만드는’	것이므로	make를	

쓴다.	

25	 밑줄	친	우리말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	

let을	이용해서	「Let	+	목적어	+	동사원형	~.」으로	표현한다.	

‘3분의	1’은	a	third로	쓴다.	

26	 (A)	모저	램프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수동태	문장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들어가야	한다.	(B)	thousands	of:	수천의	

(C)	make가	5형식	문장에서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

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변형 문제 	⑤	make가	5형식	문장에서	‘~을	…하게	만

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27	 본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선	단체가	지역	사람들에게	모저	

램프를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자선	단체는	필리핀의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

치는가?	→	그것은	그들에게	(모저)	램프를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

을	가르친다.

01	 ‘방의	맨	위의	내부	표면’은	⑤	ceiling(천장)에	대한	설명이

다.	 |	해석	|	①	지붕	②	벽	③	문	④	옷걸이	

02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고,	②는	유의어	관계이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He	will	shake	

his	hands.								07	②								08	④								09	②								10	①								11	①,	③								

12	Let	me	give	you	a	hand.								13	③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④								19	다섯	번째	문장	/	Her	voice	made	the	song	

more	beautiful.								20	②								21	③								22	③								23	invented	/	was	

invented								24	blackout								25	②								26	A〔a〕	Moser	lamp	27	④								

28	③								29	My	Shelter	Foundation								30	②								31	We	thought	

we	could	make	the	lamp	brighter	with	a	glass	bottle.								32	ⓑ	

different	/	the	same								33	④								34	⑤								35	(1)	ⓒ	(2)	ⓐ								36	(1)	

it	made	me	angry	(2)	They	don’t	let	her	touch	the	animals.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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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	①	밀다	–	당기다	②	소리	지르다	③	~보다	위에	–	~보다	

아래에	④	가벼운	–	무거운	⑤	~안에	–	~밖에

03	 be	done	with	=	be	finished	with:	~을	끝내다

	 		|	해석	|	너는	네	숙제를	끝냈니?

04	 such	as:	예를	들어,	~와	같은

05	 (A)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종이컵	쓰는	것을	‘멈추겠다’는	내

용이	와야	한다.	(B)	손을	말리는데	종이	수건을	적어도	두	세	

장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한	장의	종이	수건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C)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남는

06	 유리는	Jaden에게	종이	수건을	사용하기	전에	손을	털라고	

말했고,	Jaden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	해석	|	질문:	이제부터,	Jaden은	그의	손을	말리기	위해	종이	수

건을	사용하기	전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는	그의	손을	털	것이다.

07	 휴대전화의	소리를	높여달라고	부탁하자	더	이상	높일	수	없

다고	답하고,	소리를	키우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자	받아들이

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08	 빈칸에는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	④	나는	~라고	말해왔다

09	 B의	두	번째	말에서	B가	학교에	오는	영화배우의	이름이	

Miranda	Kim임을	알고	있으므로	②가	일치하지	않는다.	

10	 let은	사역동사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쓸	수	있다.	 |	해석	|	나는	그가	

외롭다는	것을	②	알지	못했다.	/	나는	그를	외롭게	③	만들지	④	내

버려	두지	않았다.	/	나는	그가	외롭다고	⑤	여기지	않았다.	

11	 help(~하는	것을	돕다)는	준사역동사로	동사원형이나	to부

정사를	모두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①,	③이	모두	

답이	된다.

	 		|	해석	|	나는	내	남동생이	그의	장난감	로봇을	고치는	것을	도왔다.

12	 ‘내가	~할게.’는	사역동사	let을	이용하여	「Let	+	me	+	동사원

형	~.」으로	나타낸다.	/	give	~	a	hand:	~를	도와주다

13	 ③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부사는	쓰지	않는다.	

luckily	→	lucky	 |	해석	|	①	당신은	그를	조용히	시켜야	한다.	

②	나는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나는	지난	

주말에	머리를	잘랐다.	⑤	무엇이	그	도시를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만들었는가?

14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면	I	made	him	turn	off	the	

computer.	또는	I	made	him	turn	the	computer	off.가	되

므로	네	번째로	오는	것은	turn이다.

15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는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나의	아빠는	절대	내가	그의	차를	운전하게	허락하시지	않

는다.

16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는	「make	+	목적어	+	목적격보

어(형용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⑤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

가	바뀌었다.

17	 ①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to	stay	

→	stay	/	④	준사역동사인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⑤	준사역동사인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

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다.

	 		|	해석	|	②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줄래요?	③	나는	

Amy가	내	개의	사진을	찍게	했다.	④	그녀의	아빠는	그녀가	그	책

을	읽게	했다.	⑤	그	책은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18	 ⓐ	「사역동사	make+목적어		+		동사원형」의	형태이므로	대명

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써야	한다.	she	

→	her	ⓒ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going	→	go	ⓓ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take를	과거분사(p.p.)형인	taken으로	고쳐야	한다.

	 		|	해석	|	ⓑ	나는	Tom이	매우	힘이	세다고	생각했다.	ⓔ	나의	부모님

은	내가	새	장난감을	사게	하락하지	않으셨다.	ⓕ	나는	그	영화가	재

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	 make가	5형식	문장에서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

용될	때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어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

야	한다.		 |	해석	|	□	나는	스트레스가	그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그들은	내가	그	질문들에	답하게	만들었다.	□	그의	아

빠는	오늘	아침	그에게	주스를	만들어	주었다.	□	내	친구들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20	 방에	빛을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으므

로	Marco의	감정은	②	happy(행복한)가	알맞다.

	 |	해석	|	①	충격을	받은	③	두려운	④	우울한	⑤	당황한		

21	 전기도	없는	집들이	서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심지어	낮	

동안에도	‘어두울’	것이다.

	 		|	해석	|	①	기쁨	②	빛	③	어둠	④	조화	⑤	외로움

22	 플라스틱병	하나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그	예로

맨	첫	문장인	③	Marco가	그의	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

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	해석	|	①	사람들이	전기세를	

낼	수	있다.	②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이다.	④	사람들은	

전기로	그들의	집을	밝힐	수	있다.	⑤	많은	플라스틱병들이	방	전체

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23	 밑줄	친	it은	주어로	Moser	lamp(모저	램프)를	가리키므로	

동사를	‘발명되었다’라는	뜻의	수동태로	써야	한다.

24	 주어진	영영풀이는	‘전력	장애의	결과로	불빛이	없는	기간’이

라는	의미로	blackout(정전)에	대한	설명이다.

25	 ②	Alfredo	Moser가	발명해서	‘모저	램프’라고	불린다고	했

다.	 |	해석	|	①	Alfredo	Moser가	플라스틱병을	발명했다.	②	모저	

램프는	Alfredo	Moser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③	Alfredo	Moser는	

전기세를	낼	수	없었다.	④	Alfredo	Moser는	2002년에	브라질을	

떠났다.	⑤	브라질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26	 밑줄	친	ⓐ,	ⓑ의	It은	첫	번째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모저	램

프(A	Moser	lamp)’를	가리킨다.

27	 빈칸	다음에	모저	램프를	만드는	순서가	나오므로	알맞은	제

목은	④이다.	 |	해석	|	①	모저	램프를	찾을	수	있는	곳	②	고장	난	

모저	램프를	고치는	방법	③	모저	램프로	책을	읽는	방법	④	병으로	

모저	램프를	만드는	방법	⑤	우리	집을	밝힐	여러	가지	방법들

28	 ③	유리병으로	모저	램프를	만들	수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

다.	 |	해석	|	①	모저	램프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②	

모저	램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③	유리병으로	모저	램프를	

만들	수	있는가?	④	플라스틱병에	든	물에	왜	표백제를	넣는가?	⑤	

어디에	모저	램프를	설치하는가?	

29	 밑줄	친	 ‘그	자선	단체’란	첫	번째	문장의	My	Shelter	

Foundation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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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나는	~라고	들었다.’라는	의미는	「I’ve	heard	(that)	+	주

어	+	동사	~.」	또는	「I’ve	been	told	(that)	+	주어	+	동사	~.」	

등으로	쓸	수	있다.	

04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5형식	문장이므로	「make	+	목

적어	+	목적격보어(형용사)」의	형태가	되도록	한다.

	 	|	해석	|	A:	쿠키를	구울	때	황설탕을	써	봐.	B:	왜?	A:	나는	황설탕

이	쿠키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들었어.	

05	 첫	번째	빈칸은	뒤에	형용사가	목적격보어로	쓰여	‘~을	…하

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두	번째	빈칸은	뒤에	동사원형

이	목적격보어로	쓰여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가

지므로	알맞은	한	단어는	make이다.	

	 	|	해석	|	A: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니?	B:	내	가족과	친구

들이	나를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06	 사역동사가	쓰인	5형식	문장은	「사역동사	+	목적어	+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let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을,	

make는	‘~하게	만들다,	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해석	|	태호:	네	부모님은	저녁	식사	중에	네가	전화기를	사용하게	

허락하시니?	윤지:	아니.	그분들은	식사	중에는	내가	그것을	방에	

두게	하셔.

07	 (1)	‘~을	…라고	여기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consider	+	목

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쓰며,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올	

경우	목적격의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2)	「가주어	It	+	is	+	형

용사	+	진주어	to부정사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는	「keep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

로	쓴다.	

08	 (1)	「force	+	목적어	+	to부정사」는	‘~가	…하도록	강요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make+목적어+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는	‘~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1)	선생님은	그녀가	학생들	앞에서	말하도록	강

요하셨다.	(2)	나는	네가	밤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도록	허락할	수	없다.

09	 •keep은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

10	 「make	+	목적어	+	stay	+	형용사」는	‘~을	…하게	유지하게	하

다’라는	의미로,	「keep	+	목적어	+	형용사」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11-1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to	watch	→	

watch	 |	해석	|	나의	부모님은	토요일마다	내가	밤늦게	TV를	보

도록	허락하신다.

11-2	 ‘~가	…하게	하다’는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어순

으로	배열한다.	

11-3	(1),	(2)	‘~가	…하게	만들다’는	「make	+	목적어	+	동사원

형」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12	 (1)	‘나도	그렇게	들었어.’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말에	자신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I’ve	heard	that,	too.로	쓴

다.	(2)	‘~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상대방에게	할	일을	상기시

키는	표현은	Don’t	forget		to	~.로	쓴다.	각각	앞	문장에	나온	

표현을	이용하여	영작한다.

13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킬	때	Don’t	

forget		to	~.를	쓸	수	있다.	 |	해석	|	Julie는	Luke에게	그녀가	

이번	겨울에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	

Luke는	베트남에	가	본	적이	있고	그곳에서	과일을	아주	좋아했다.	

그는	반드시	Julie가	그곳에서	과일을	먹어보도록	하고	싶다.	이런	상

01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는	「I’ve	heard	

(that)	+주어	+	동사	~.」의	표현으로	쓴다.	

02	 「Don’t	forget	+	to부정사	~.」의	어순으로	쓴다.		

01	I’ve	heard							02	Don’t	forget	to	take	a	bottle	of	water.							03	

been	told							04	softly	/	soft							05	make							06	let	you	use	/	make	

me	leave							07	(1)	I	don’t	consider	him	honest.	(2)	It	is	important	to	

keep	the	ground	wet.							08	(1)	The	teacher	made	her	speak	in	front	

of	the	class.	(2)	I	can’t	let	you	play	loud	music	at	night.							09	It	

keeps	food	freshly	without	electricity.	→	It	keeps	food	fresh	without	

electricity.	/	Just	let	the	water	drying	off,	and	it’ll	cool	the	food.	→	

Just	let	the	water	dry	off,	and	it’ll	cool	the	food.							10	keep	/	clean							

11-1	watch							11-2	make	hair	grow	faster							11-3	(1)	How	can	we	

make	people	use	less	plastic	bags?	(2)	We	should	make	people	

bring	their	own	bags.							12	(1)	I’ve	heard	that,	too.	(2)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13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14	(1)	

let	us	talk	in	class	(2)	made	us	read	the	passage							15	(1)	You	should	

keep	your	room	dark.	(2)	It’s	good	to	make	your	room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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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ake가	5형식	문장에서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

일	때	「make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나타낸다.

31	 ‘~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주어	+	thought(+	that)	

	 +	주어	+	동사	~.」로	쓰고,	‘~을	…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은	

「make+목적어+형용사」의	어순으로	쓴다.	

32	 플라스틱병과	유리병으로	각각	램프를	만들	때	조건을	‘같게’	

해야	어느	것이	더	밝은지를	알	수	있으므로,	ⓑ	different를	

the	same으로	고쳐야	한다.

33	 (A)	전기	‘없이’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냉장고에	대한	

글이다.	(B)	하나의	항아리를	‘더	큰’	항아리	속에	넣으라는	

내용이다.	(C)	냉장고이므로	음식을	‘차게	해’	줄	것이다.		

34	 위	글의	밑줄	친	to부정사와	⑤의	to부정사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①,	③	명사를	수식하는	형

용사적	용법	②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④	‘~하기	위

해서’라는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글을	쓸	펜이	필요하다.	②	그	노래는	부르기	쉽지	

않다.	③	나는	읽을	책을	몇	권	샀다.	④	그는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⑤	너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35	 (1)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는	「keep	+	목적

어	+	형용사」로	쓴다.	(2)	‘~가	…하게	만들다’는	「사역동사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으로	쓴다.	/	lastly		마지막으로	

	 		|	해석	|	A:	어떻게	양파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B:	그것들

을	구멍이	있는	종이	봉투에	넣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그

것이	양파를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줄	거야.

36	 (1)	make가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make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쓴다.	(2)	사역동사	let

이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let	+	목적어	+	동

사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	해석	|	(1)	내	남동생이	내	노트북	컴퓨터를	고장	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2)	그들은	그녀가	동물들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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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Luke는	Julie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	Julie,	그곳에서	과

일을	먹어보는	것을	잊지	마.

14	 (1)	 ‘~가	…하도록	허락하다’는	「let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쓴다.	(2)	‘~가	…하게	시키다’는	「make	+	목적

어	+	동사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	해석	|	(1)	선생님은	우리가	수업	중에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2)	선생님은	우리가	그	글을	읽도록	시키셨다.

15	 (1)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는	뜻의	5형식	문장은	

「keep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2)	주어

진	문장은	「가주어	It	+	is	+	형용사	+	진주어	to부정사	~.」

의	구조로	쓰며,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5형식	문장은	

「make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해석	|	A:	나는	밤에	잠드는	것이	힘들어.	B:	너는	네	방을	어둡게	

유지해야	해.	A:	알겠어.	그	밖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B:	네	방

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	그것은	네가	잠이	들게	도와줄	거야.

01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짧고	빠르게	움

직이게	만들다’는	④	shake(흔들다)에	대한	영영풀이이다.

	 		|	해석	|	①	더하다	②	붓다,	따르다	③	소리	지르다	⑤	퍼지다,	퍼뜨

리다

02	 save는	‘아끼다’,	‘저장하다’,	‘남겨	두다’,	‘구하다’,	‘(돈을)	모

으다’	등의	뜻이	있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아끼다’라는	

의미이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⑤이다.	

	 		|	해석	|	<보기>	우리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	

나는	어떻게	내	전화기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②	나에게	음식을	좀	

남겨	줄래?	③	그	의사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다.	④	나는	한	달에	적어도	40달러를	모아야	한다.	⑤	너는	물을	아

끼기	위해	샤워를	더	짧게	할	수	있다.	

03	 ‘식사의	마지막에	먹지	않은	음식’은	leftover(남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A:	식사	다	하셨나요?	B:	네.	포장	상자

를	주시겠어요?	저는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04	 B가	음량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하자	유리잔	안에	휴대전

화를	넣어	보라고	했으므로	유리잔이	소리를	크게	하는	‘스피

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밑줄	친	it은	앞	문장의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를	가리킨다.

06	 ④	B는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다.

07	 주어진	문장은	‘종이	수건을	쓰기	전에	손을	털라’는	내용으

로,	④	뒤의	‘그러면,	한	장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08	 ‘~하는	것을	잊지	마’라고	상기시켜	주는	표현은	don’t	forget	

to	~	또는	remember	to	~로	써야	한다.

01	④				02	⑤				03	leftovers				04	②				05	[모범답안]	유리잔	안에	휴대전

화를	넣어	보는〔넣는〕	것				06	④				07	④				08	③				09	③				10	①				11	

She	made	the	man	wait	outside.				12	②				13	(1)	play	(2)	(to)	cook				

(3)	water				14	let	me	read	this	book				15	③				16	①				17	⑤	with	/	

without				18	⑤				19	③				20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21	(A)	1번	그림	(B)	5번	그림				22	

②				23	덕분에〔때문에〕				24	④				2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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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오는	

것은	사역동사	make이다.	

10	 ⓐ	5형식	문장에서	‘~을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make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가	온다.	ⓑ	5형식	문장에서	‘~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keep은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쓴다.	목적어	the	kids의	상태를	설

명하는	것이므로	‘신이	난’이라는	뜻의	excited가	와야	한다.	

/	exciting:	신나는	 |	해석	|	•무엇이	너를	슬프게	만들었니?	•

그	파티는	아이들을	계속	신나게	했다.	

11	 ‘~하게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	make는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12	 ‘~가	…임을	알게	되다,	~을	…라고	판단하다’라는	의미의	표

현은	「find	+	목적어	+	형용사」로	쓴다.	목적어로	대명사가	

올	경우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한다.

13	 (1)	let이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컴퓨터	게임을	하다’

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동사원형	play를	쓴다.	(2)	help

가	준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아침을	요리하다’라는	의

미가	되기	위해서	동사원형	cook이나	to	cook을	쓴다.	(3)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으므로	‘식물에	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	동사원형	water를	쓴다.	

	 |	해석	|	(1)	제가	한	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2)	Jane은	그녀의	엄마가	아침을	요리하는	것을	도왔다.	(3)	우리	

아빠는	내가	그	식물에	물을	주게	하셨다.	

14	 ‘~가	…하도록	허락하다’는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어순

으로	쓴다.

15	 ③	find가	‘~가	…임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5형식	문

장으로	목적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한다.	usefully	→	

useful	 |	해석	|		①	내	친구들은	나를	똑똑하다고	여긴다.	②	행복

한	것이	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④	이	컵은	네	차를	오랫동안	뜨

겁게	유지해	줄	것이다.	⑤	그녀는	전등을	끄고	방을	어둡게	두었다.

16	 ‘~가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는	「allow	+	목적어	+	to부

정사」	또는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으로	나타낸다.

	 |	해석	|	나는	네가	늦게	자는	것을	허락할게.

17	 ⑤	Marco의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전기세를	낼	수	없

으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는	플라

스틱병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하지	않고’는	

「without	+	-ing」로	쓴다.	with	→	without

18	 위	글의	마지막	문장인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에서	답이	⑤임을	알	수	있다.

19	 빈칸	앞에	in	2002라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므로	과거	시제를	써야	하고,	뒤에	주어	many	blackouts

가	복수이므로	be동사도	복수형을	써야	한다.

20	 ‘~가	…하게	만들다’는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의	어순

으로	쓴다.	‘~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의미는	명사구	a	new	

way	뒤에	to부정사를	써서	나타낸다.	

21	 (A)	그림에서	플라스틱병에	물을	채우고	있으므로	1번	그림

에	해당한다.	(B)	햇빛이	플라스틱병을	비추고,	방	안에	빛이	

퍼지고	있으므로	5번	그림에	해당한다.

22	 ②	모저	램프가	언제	발명되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모저	램프를	만드는	데	약	1달러가	든다.	②	모저	램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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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	그는	내가	편지를	보내도록	①	허락했다	②	시켰다	④	했다.	

/	그는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③	도와주었다.

10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5형식	문장이므로	「make	+	목

적어	+	형용사」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A:	내	커피가	너무	진

해.	B:	더	많은	물이	네	커피를	연하게	만들어	줄	거야.

11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취한다.	

	 |	해석	|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파티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니?

12	 ‘~을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5형식	문장은	「make	+	목적

어	+	형용사」의	형태로	쓴다.	④	we는	주격이므로	목적격	us

를	목적어로	써야	한다.

13	 ‘~을	…라고	여기다’라는	의미의	5형식	문장은	「consider	+	

	 목적어	+	형용사」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14	 사역동사	let과	make는	둘	다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	해석	|	그가	야외에	추운	데서	놀게	두지	마라.	그것이	그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15	 ④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사역동사	hav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to	wash	→	wash	 |	해석	|	①	그는	내가	그

의	연필을	쓰도록	허락해	주었다.	②	무엇이	그가	제시간에	오게	만

들었니?	③	나는	네가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⑤	그

들은	그녀가	무거운	탁자를	옮기는	것을	돕지	않았다.

16	 자선	단체가	모저	램프를	대중화되도록	만들었으므로,	목적

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17	 나머지는	모두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데,	③의	so	that	~은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므로	나

머지와	의미가	다르다.

18	 명사(구)	앞에서	‘~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은	because	

of이다.	because	뒤에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19	 전치사	without	뒤에는	명사(구)나	동명사의	형태를	쓴다.	

20	 빈칸	뒤	문장에서	‘절대	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했

으므로	안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②가	적절하다.

21	 밑줄	친	it과	②의	It은	가주어로	쓰였다.	①	명암,	③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④,	⑤	‘그것’이라는	뜻의	대명사

	 |	해석	|	①	이곳은	너무	어둡다.	②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

다.	③	내일은	맑을	것이다.	④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⑤	그것은	유리병으로	만들어졌다.

22	 ‘~을	…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5형식	문장은	

「keep	+	목적어	+	형용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23	 철사	옷걸이를	가운데로	구부리는	ⓑ	→	양쪽	끝을	위로	앞으

로	구부리는	ⓒ	→	옷걸이의	맨	윗부분을	아래로	구부리는	ⓐ	

→	독서대로	사용하는	ⓓ의	순서로	연결된	것을	고른다.

24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을	First(먼저),	

Then(그	다음)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④	뒤	문장의	

the	water는	주어진	문장의	water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

장은	④에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25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항아리를	더	

큰	항아리에	넣으라고	했으므로	2개의	항아리가	필요하다.	

	 		|	해석	|	질문:	우리는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얼

마나	많은	항아리가	필요한가?	→	우리는	두	개의	항아리가	필요	

하다.

01	(1)	charity	(2)	electricity				02	②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⑤				10	More	water	will	make	your	coffee	weak.	

11	①				12	③				13	successfully	/	successful				14	①				15	④				16	It	has	

also	made	Moser	 lamps	popularity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	It	has	also	made	Moser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17	③				18	

because	/	because	of				19	using				20	②				21	②				22	It	will	keep	

your	hands	free.				23	③								24	④				25	We	need	two	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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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는	charity(자선	단체)

에	대한	설명이다.	(2)	‘전선,	케이블	등으로	이동되고,	빛이

나	열을	공급하거나	기계가	작동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힘’

은	electricity(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	foundation:	재단,	

blackout:	정전

02	 turn	up: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올리다,	turn	off:	(불,	전

기,	수도	등을)	끄다,	잠그다	 |	해석	|	•라디오	소리를	높여	줄

래?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꺼주세요.	

03	 last는	형용사로	‘마지막의’,	‘지난’,	부사로	‘마지막으로’,	명사

로	‘마지막	사람’,	동사로	‘지속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주

어진	영영풀이는	‘지속되다’라는	동사의	영영풀이이므로	같

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이다.	 |	해석	|	특정	기간	동안	계속	

되다	①	너는	그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②	나는	지난주에	그	영

화를	봤다.	③	내가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먹어도	될까?	④	그	기

계는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⑤	나는	알게	되는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04	 빈칸	ⓐ에는	계획을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②는	과거에	

한	일을	묻고	있으므로	빈칸에	알맞지	않다.

05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는	B의	말에	대

한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	‘끔찍하게	들린다.’이다.

06	 A가	B에게	겨울방학	계획을	묻고	있으며,	B는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	

07	 ②	Miranda	Kim은	B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She’s	my	

favorite	actress.)라고	하였다.

08	 can’t	wait	to는	‘어서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기대감을	나타

내는	표현이다.

09	 let,	have,	help,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쓸	수	있

으나,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10년	전에	발명되었다.	③	모저	램프는	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없

다.	④	모저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병이	필요하다.	⑤	모

저	램프는	방을	밝히기	위해	햇빛을	사용한다.

23	 thanks	to는	‘(~)	덕분에,	때문에’라는	뜻이다.	

24	 ④는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나라이다.		

25	 두	번째	문장에서	자선	단체가	지역	사람들에게	램프를	만들

고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고	했다.	 |	해석	|	①	모저	램프는	필리핀에서	자선	단

체에	의해	널리	사용된다.	②	My	Shelter	재단은	지역	사람들이	모저	

램프	만드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다.	③	지역	사람들은	모저	램프를	

설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④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개의	가정에	

모저	램프가	있다.	⑤	모저	램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