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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Unit

2 3형식과 4형식
pp.10 - 11

문장의 형식

A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아빠가 TV를 껐다.

Unit

1 1형식과 2형식

B
pp.8 - 9

A

나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꽃을 좀 보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다.

Max가 미소 지었다.
Emily는 집에 갔다.

C
나는 Katie에게 초콜릿을 좀 주었다.

B

나는 그에게 요리책을 사주었다.

1 Christy는 학생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선생님은 그것을 Michael에게 주셨다.

2 Jason은 그 회의 후에 피곤해 보였다.

cf. 한 여자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나는 매일 아침 졸리다고 느낀다.
부엌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났다.
놀이공원에 방문하는 것은 신나게 들린다.
그 레모네이드는 달고 신맛이 난다.

cf. 너는 영화배우 같아 보인다.

Speed Check
1 a box 2 to 3 for
1 동사 make는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명사(a box)를 씀 (3형식)
어휘

Speed Check

2 수여동사로 쓰인 bring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주로 씀

1②2③
1 speak는 감각동사가 아니므로 형용사 보어와 함께 쓰지 않음

3 수여동사로 쓰인 make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씀

2 taste가 감각동사로 쓰일 때 보어로 형용사를 씀

Practice Test
A	1 strong 2 a lawyer 3 beautiful 4 quickly
5 on the stage

Practice Test
A	1 for → to 2 to → for 3 me it → it to me
B	1 my secrets to anyone
2 a text message to him

B	1 look → look like 2 smartly → smart

3 a concert ticket for me

3 sourly → sour 4 sadly → sad 5 easily → easy
6 well → good 7 sudden → suddenly
C	
1 don’t exist 2 felt soft 3 tastes fresh

4 such a nice bag for you
C	
1 ask a question 2 bought me coffee
3 the actress a fan letter 4 taught science to us

4 look heavy 5 smells like chicken

A
1-3 2형식: 『주어＋동사＋주격 보어』
4-5 1형식: 『주어＋동사＋부사구』

B

5 caught the ball, passed it to Bill

A
1 『give＋직접목적어＋to＋간접목적어』
2 『make＋직접목적어＋for＋간접목적어』
3 『show＋직접목적어＋to＋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3형식 문장이 자연스러움

1 『look like＋명사(구)』: ‘…같아 보이다’
2-6 『감각동사(look/taste/feel/sound/smell)＋형용사』
7 『주어＋disappear』는 완전한 문장이므로 부사와 함께 쓸 수 있음

boxy 형 상자 모양의

B
1-2 수여동사로 쓰인 tell/send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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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o를 씀

3 keep the dog quiet 4 advised me to travel

3-4 수여동사로 쓰인 get/buy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5 allowed me to take

for를 씀

A

C

1, 4 『make/keep＋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만들다/유지하

1, 4-5 3형식 문장

다’

2-3 4형식 문장
4-5 수여동사로 쓰인 teach/pass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

2 『find＋목적어＋형용사(구)』: ‘…가 ~인 것을 알게 되다’
3, 5 『tell/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말하다/부탁

치사 to를 씀

하다’
6 『help＋목적어＋동사원형/to부정사(구)』: ‘…가 ~하는 것을 돕다’

B
Unit

3 5형식 I

1 『turn＋목적어＋형용사(구)』: ‘…가 ~되게 하다’
pp.12 - 13

A
1 그 영화는 그를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 혜성을 ‘헬리 혜성’이라 이름 지었다.
2 내 여동생은 문을 열어 두었다.
나는 영어가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cf. 그녀는 그가 그의 책을 옮기도록 도왔다.

2-3, 5 『expect/persuade/enable＋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기대하다/~하라고 설득하다/~할 수 있게 하다’
4 『help＋목적어＋동사원형/to부정사(구)』: ‘…가 ~하는 것을 돕다’

C
1 『call＋목적어＋명사(구)』: ‘…을 ~라고 부르다’
2 『find＋목적어＋형용사(구)』: ‘…가 ~인 것을 알게 되다’
3 『keep＋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유지하다’
4-5 『advise/allow＋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라고 충고하
다/~하기를 허락하다’

Grammar
1 ① 그 코치는 그 소년을 축구팀 주장으로 만들었다.
② 나는 그 소년에게 작은 의자를 하나 만들어줬다.
2 ① Jack은 그 책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Unit

4 5형식 II
pp.14 - 15

② Jack은 그 책을 쉽게 찾았다.
1 코치님은 내 꿈이 실현되도록 해주셨다.

Speed Check
1④2②
1 『make＋목적어＋형용사(구)/명사(구)』: ‘…을 ~하게/로 만들다’
어휘

experience 명 경험

2 『want/tell/expect/ask＋목적어＋to부정사(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명사(구)나 형용사(구), 동사원형을 씀
어휘

boss 명 상사

엄마는 내가 만화책을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하게 했다.

cf. 나는 내 여동생이 나에게 10달러를 빌려주게 했다.
2 그들은 기차가 움직이는[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가 기타를 연주하는[연주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Grammar
1 그는 그의 옷을 세탁했다.
나는 내 머리를 잘랐다.

Practice Test
A	1 happy 2 hard 3 to open 4 focused
5 to stay 6 fix
B	1 red 2 to pass 3 to wear 4 (to) cook 5 to get
C	
1 call him a coward 2 found his story sad

2 나는 길에 레드카펫이 깔린 것을 보았다.

Jason은 그 노래가 반복되는 것을 들었다.
Speed Check
1④2①3④4③
1 『사역동사(make)＋목적어＋동사원형』: ‘…가 ~을 하게 하다’
어휘

get out of …에서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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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동사(hear)＋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가 ~하는 것을
듣다’

Review Test

pp.16 - 18

3 get은 사역의 뜻이 있지만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구)를 씀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to invite, sad 06 tastes

4 사역동사로 쓰인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sweet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어휘

take out 제거하다

07 I feel lonely

09 ①, ③
loudly

08 I call my cat Butterfly

10 to make hamburgers
12 ②

13 ④

11 bark[barking]

14 sounds like → sounds, a

backpack her → a backpack for her / her a backpack

Practice Test
A	1 have 2 shaking 3 play 4 repaired
B	1 return → to return

15 play[playing] 16 to clean
20 enables me to use

17 ②

18 ④

19 ③

21 brought the girl some

flowers 22 taught history to the children 23 saw her
painting hung 24 ④

2 to sing → sing[singing]
3 to look → look[looking]

01 『find＋목적어＋형용사(구)』: ‘…가 ~인 것을 알게 되다’

4 to solve → solve

02 『사역동사(make)＋목적어＋동사원형』: ‘…가 ~을 하게 하다’

C	
1 look 2 to help 3 called 4 touch[touching]
D	1 saw you dance[dancing] 2 made me feel
3 doesn’t let me watch TV
4 had her purse stolen

03 수여동사로 쓰인 tell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04 수여동사로 쓰인 get은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05 『expect＋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기대하다’
		『make＋목적어＋형용사(구)』: ‘…을 ~하게 만들다’

A
1 『사역동사(let)＋목적어＋동사원형』: ‘…가 ~을 하게 하다’
2-3 『지각동사(feel/watch)＋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가 ~하
는 것을 느끼다/보다’
4 사역동사로 쓰인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06 『taste(감각동사)＋형용사』: ‘…한 맛이 나다’
07 『feel(감각동사)＋형용사』: ‘…하게 느끼다’, ‘촉감이 …하다’
어휘

1 get은 사역의 뜻이 있지만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구)를 씀
2-3 『지각동사(hear/see)＋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가 ~하는
것을 듣다/보다’
4 『사역동사(have)＋목적어＋동사원형』: ‘…가 ~을 하게 하다’

lonely 형 외로운

homesick 형 향수병의

어휘

pet 명 애완동물

09 『지각동사(see)＋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어휘

B

hometown 명 고향

08 『call＋목적어＋명사(구)』: ‘…을 ~라고 부르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10 『want＋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하기를 원하다’
11 『지각동사(hear)＋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가 ~하는 것을
듣다’

어휘

bark 짖다

12 목적격 보어가 동사원형(finish)이므로 사역의 뜻을 가질 때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쓰는 get은 쓸 수 없다.
13 『look(감각동사)＋형용사』: ‘…하게 보이다’

C
1 『사역동사(make)＋목적어＋동사원형』
2 get은 사역의 뜻이 있지만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구)를 씀
3 지각동사(hear)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4 『지각동사(feel)＋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14 •『sound(감각동사)＋형용사』: ‘…하게 들리다’
『sound(감각동사) like＋명사(구)』: ‘…같이 들리다’
		•수여동사로 쓰인 buy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
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어휘

backpack 명 배낭, 가방

[해석]

		 A: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D
1 『지각동사(see)＋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B: 내 동생을 위한 큰 생일 파티를 열 거야.

2-3 『사역동사(make/let)＋목적어＋동사원형』

		 A: 그거 신나게 들린다. 그녀를 위한 선물을 샀어?

4 사역동사로 쓰인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B: 아직 사지 않았지만 난 그녀에게 배낭을 사줄 거야.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15 『지각동사(watch)＋목적어＋동사원형/현재분사』
16 『ask＋목적어＋to부정사(구)』: ‘…에게 ~하라고 부탁하다’
17 ② 『smell(감각동사)＋형용사』: ‘…한 냄새가 나다’

badly → bad

어휘

kick 동 차다 neighbor 명 이웃

18 ④ 수여동사로 쓰인 show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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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for → to

어휘

manager 명 관리자

19 ③ 『tell＋목적어＋to부정사』: ‘…에게 ~하라고 말하다’
		 come back → to come back

어휘

Practice Test
A	1 what bring → what to bring 2 to being → to be

fan 명 선풍기

3 buying → to buy 4 to not go → not to go

20 『enable＋목적어＋to부정사(구)』: ‘…가 ~할 수 있게 하다’
어휘

5 This → It

for free 무료로

21 수여동사 bring의 4형식: 『bring＋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B	1 who(m) I should hire 2 when I should contact

22 수여동사 teach의 3형식: 『teach＋직접목적어＋to＋간접목적어』

3 what she should say 4 It, to make money

23 『지각동사(see)＋목적어＋과거분사』: ‘…가 ~되는 것을 보다’
지각동사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목적격 보어
로 과거분사를 씀

어휘

hang 동 걸다 (hung-hung)

5 It, to ask you questions
C	
1 where to get off 2 decided to get
3 to tell the truth 4 It, not to say thank you

24 보기와 ④는 『주어＋동사＋목적어＋목적격 보어』로 구성된 5형식
문장이다.
		① 4형식 문장: 『주어＋수여동사(send)＋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② 3형식 문장: 『주어＋수여동사(buy)＋직접목적어＋for＋간접목
적어』
		③, ⑤ 2형식 문장: 『주어＋감각동사(feel/smell)＋주격 보어』
어휘

disappointed 형 실망한 drop by …에 들르다

A
1 what to-v: ‘무엇을 …할지’ (know의 목적어)
2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3 hope to-v: ‘…하길 바라다’
4 to부정사의 부정: not/never to-v
5 to부정사(구)의 가주어로 it을 씀

B
1-3 『의문사＋to-v』는 대개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음
4-5 to
 부정사(구)가 주어일 때 보통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

CHAPTER 02

어인 to부정사(구)를 문장 뒤로 보냄

to부정사

C
1 where to-v: ‘어디로[어디서] …할지’
2 decide to-v: ‘…하는 것을 결정하다’

Unit

3 보어로 쓰인 to부정사

1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4 가주어 It과 진주어 not to say 이하
pp.20 - 21

B
1 짠 음식을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
2 나는 체육관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살을 좀 빼고 싶다.
3 내 목표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다.
그의 꿈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기하는 것이다.
4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Unit

2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pp.22 - 23

1 1) 우리는 탈 비행기가 있다.

그녀는 디저트를 먹으러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했다.

그는 다신 늦지 않기로 약속했다.

2) 나는 차가운 마실 것을 원한다.
3) 그녀는 같이 이야기할 친구들이 많다.
			 나는 쓸 펜이 하나 필요하다.

Speed Check
2 1) 대통령은 내일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1④2④

2) 너는 7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
1 plan to-v: ‘…하는 것을 계획하다’

어휘

study abroad 유학 가다

2 how to-v: ‘어떻게 …할지’, ‘…하는 방법’

3) 거리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다.
4) 나는 Emily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할 운명이었다.
5)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네가 친절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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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heck

Speed Check

1④2③

1④2③

1 앞의 명사(tim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1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해서) ~하다’

2 be to-v 용법 중 의도: ‘…하려고 하다’

2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한다면’, ‘…라면’
어휘

Practice Test

silk 명 비단, 실크

Practice Test

A	1 wearing → to wear 2 get → to get
3 introduce → to introduce

A 1ⓒ 2ⓑ 3ⓐ 4ⓓ

4 to play → to play with

B 1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해서 기뻤습니다.
2 이 호수는 수영하기에 좋다.

5 survive → to survive

3 그녀는 깨어나서 자신이 소파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B	1 a house to live in 2 some music to listen to

4 그들은 그 영화배우를 만나기 위해 파리에 갔다.

3 something exciting to tell you

5 그녀가 그렇게 일찍 그녀의 일을 끝낸 걸 보니 영리한 게

C	
1 time to wait 2 somebody kind to help
3 you are to succeed 4 are to be

틀림없다.

C 1 to take a shower 2 not easy to sing

5 was to become a famous musician

3 To taste his food 4 to lend her notes
5 satisfied to get 6 in order not to lose

A
1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2-3 앞의 (대)명사(the best way/someon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

A
1-ⓒ 목적: ‘…하기 위해’, ‘…하러’

4 수식 받는 (대)명사가 『to-v＋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대)명사＋

to-v＋전치사』

2-ⓑ 결과: ‘(…해서) ~하다’
3-ⓐ 형용사 수식: ‘…하기에’

5 be to-v 용법 중 가능(‘…할 수 있다’) 또는 운명(‘…할 운명이다’)

4-ⓓ 감정의 원인: ‘…해서’, ‘…하니’

B

B

1-2 『명사＋to-v＋전치사』
3 『something＋형용사＋to-v』

1 감정의 원인

2 형용사 수식

4 목적

5 판단의 근거·이유

3 결과

C

Unit

3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 목적

2 형용사 수식

4 판단의 근거·이유

5 감정의 원인

3 조건

6 목적의 의미 강조: in order to-v
pp.24 - 25

1 Andrea는 음료수를 좀 사기 위해 가게에 갔다.

Jamie는 친구들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거짓말했다.
2 그녀는 그 시험 결과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Unit

나는 그의 고향을 방문해서 신났다.

4

의미상 주어, too … to-v, … enough to-v
pp.26 - 27

3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100세까지 사셨다.
나는 우체국에 서둘러 갔지만, 결국 그곳이 문을 닫은 걸 알게 되었다.
4 그녀를 또 믿는 것을 보니 그는 어리석은 게 틀림없다.
그녀의 충고를 듣다니 Noah는 매우 현명하다.
5 그가 농구하는 것을 본다면 너는 그가 프로 선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A
1 네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네가 밖에 나가기엔 너무 추웠다.
2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현명했다.

6 그 물은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 버섯은 먹기에 위험하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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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더는 공부할 수 없다.
이 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따라갈 수 없다.

Review Test

pp.28 - 30

01 ③ 02 ① 03 something spicy to eat 04 never to
borrow money 05 The train is to leave

C

06 1) 그녀는

그녀의 삼촌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2) 그가 그런 소문을 퍼뜨

그는 혼자 소파를 옮길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
그 뮤지컬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하다.

Speed Check
1④2③3②4⑤
1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foolish)가 보어로 쓰일 경우 의미상
주어로 『of＋목적격』을 씀

린 것은 무례했다. 3)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그가 가
수라고 생각할 것이다.

07 too difficult for him to reach

08 funny enough to make

09 how to ski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⑤ 15 so full that he couldn’t
16 only to fail

17 so as to

18 ④

19 ③

20 ④

21 ②, ③, ⑤ 22 a roommate to live with 23 anything
interesting to read 24 for me to take care of

2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for＋목적격』을 씀
3 『too＋형용사/부사＋to-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하기에 너
무 …하다’
4 『형용사/부사＋enough to-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01 when to-v: ‘언제 …할지’

어휘

project 명 프로젝트, 과제

02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for＋목적격』을 쓴다.
03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04 to부정사의 부정: not/never to-v

어휘

borrow 동 빌리다

05 be to-v 용법 중 예정: ‘…할 예정이다’

Practice Test

06 1) need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

A	1 of → for 2 for → of 3 buy → to buy

		3)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 ‘…한다면’, ‘…라면’

4 enough clever → clever enough
B	1 too big for me to wear
2 so rich that he could buy
3 so busy that I couldn’t have
4 big enough for my family to live in
C	
1 easy for her to answer 2 old enough to travel
3 too hot to play 4 of him to chase the thief

		2) 가주어 It, 진주어 to spread 이하, 의미상 주어 of him
어휘

spread 동 퍼뜨리다

07 『too＋형용사/부사＋to-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하기에
너무 …하다’

어휘

reach 동 닿다 jar 명 항아리

08 『형용사/부사＋enough to-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어휘

laugh 동 웃다

09 how to-v: ‘어떻게 …할지’, ‘…하는 방법’
10 보기, 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 ‘…하러’
		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②-④ 명사적 용법
11 보기, ④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해서’, ‘…하니’
		①, ③ 명사적 용법, ②, ⑤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A
1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for＋목적격』을 씀
2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silly)가 보어로 쓰일 경우 의미상 주
어로 『of＋목적격』을 씀
3 『too＋형용사/부사＋to-v』: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하기에 너
무 …하다’

어휘

invitation 명 초대 mailbox 명 우편함

12 보기, ③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② 명사적 용법, ④ 판단의 근
거·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⑤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어휘

comfortable 형 편안한 prepare for …을 준비하다
interview 명 면접

4 『형용사/부사＋enough to-v』: ‘…할 만큼 충분히 ~하다’

13 be to-v 용법 중 의무: ‘…해야 한다’

B

어휘

1, 3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not[can’t]』과 『too＋형용
사/부사＋to-v』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음
2, 4 『형용사/부사＋enough to-v』와 『so＋형용사/부사＋that＋주
어＋can』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음
1, 4 문장의 주어와 that절의 주어가 다르므로 that절의 주어를 to부정
사의 의미상 주어 『for＋목적격』으로 나타냄

hand in 제출하다 report 명 보고서

14 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이므로, 의미상 주어로
『of＋목적격』을 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의미상 주어로 『for＋목적
격』을 쓴다.
어휘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stupid 형 어리석은 forget 동 잊다

15 『too＋형용사/부사＋to-v』는 『so＋형용사/부사＋that＋주어＋

cannot[can’t]』로 바꿔 쓸 수 있다.
16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only to-v: ‘결국 …하고 말다’
17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in order to-v는 so as to-v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laptop 명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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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④ 『의문사＋to-v』는 대개 『의문사＋주어＋should＋동사원형』으로

1 보어로 쓰인 동명사

어휘

popular 형 인기 있는; *대중적인

2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바꿔 쓸 수 있다.
19 ③ 『형용사/부사＋enough to-v』 enough light → light enough
어휘

apologize 동 사과하다

20 ④ to부정사(구)의 가주어로 it을 쓴다. That → It
어휘

Practice Test

stay healthy 건강하게 지내다, 건강을 유지하다
regularly 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21 ① 수식하는 명사가 『to-v＋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명사＋to-v＋전
치사』의 어순으로 쓴다. to write → to write on

A	1 Taking[To take] 2 working 3 camping
4 not getting 5 setting[to set]
B	1 busy preparing dinner

		④ where to-v: ‘어디로[어디서] …할지’

2 making food for other people

where sending → where to send
어휘

3 riding my bike 4 Walking alone at night

old 형 늙은, 낡은;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된 homeless 형 집이 없는

C	
1 couldn’t help laughing[couldn’t (help) but laugh]

package 명 소포 feed 동 먹이다

22 『명사＋to-v＋전치사』

2 is worth taking 3 am good at using

23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4 not keeping

24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for＋목적격』으로 나타낸다.
어휘

take care of …을 돌보다

A
1 주어로 쓰인 동명사[to부정사]
2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3 go v-ing: ‘…하러 가다’
4 동명사의 부정: not/never v-ing
5 보어로 쓰인 동명사[to부정사]

CHAPTER 03

B
1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동명사

2 보어로 쓰인 동명사
3 enjoy v-ing: ‘…하는 것을 즐기다’
4 주어로 쓰인 동명사

Unit

1 동명사의 역할
pp.32 - 33

B
1 너를 보는 것은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한다.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네 건강에 좋지 않다.
2 1) 나는 내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2) 중국으로 여행 가는 게 어때?

C
1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 cannot (help) but＋동사원형)
2 be worth v-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3 be good at v-ing: ‘…하는 것을 잘하다’
4 동명사의 부정: not/never v-ing

3 Mark의 숙제는 소논문을 쓰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다.

의사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제안했다.
Unit

C
우리 부모님은 주말에 낚시하러 가셨다.
그 의사는 그녀의 환자를 보느라 바빴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나는 그 귀여운 아기에게 뽀뽀하지 않을 수 없었다.

Speed Check
1③2⑤

2 동명사와 to부정사
pp.34 - 35

1 나는 내 벽을 페인트칠하는 것을 끝냈다.
그는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2 나는 발레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다.

Hans는 교칙을 따르기로 약속했다.
3 1)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그에게 전화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회한다.
			 내일 그에게 전화할 것을 기억해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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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를 만났던 것을 잊고 그의 이름을 다시 물어보았다.
			 오늘 오후에 치과에 갈 것을 잊지 마.

Review Test

pp.36 - 38

			 너는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 봐야 한다.

01 ④

02 ③

03 running

			 나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06 ①

07 ①

08 ④

cf. 그는

TV 보는 것을 멈췄다.
그는 길에서 한 아이를 돕기 위해 멈췄다.

to lock
17 ④

11 ③
18 ⑤

04 to open

05 to work

09 learn, learning

10 locking,

12 ④

1②2②
1 keep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씀
어휘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도중에]

2 문맥상 ‘(과거에) …한 것을 잊다’라는 뜻이므로 forget v-ing 를 씀

seeing

14 ④

15 ①

16 ③

19 1. forget to call 2. Try to practice

20 is no use worrying
Speed Check

13 ④

21 is worth visiting

23 not passing the test

22 On

24 couldn’t help

screaming [couldn’t (help) but scream]
01 mind v-ing: ‘…하는 것을 꺼리다’

어휘

fail 동 실패하다

02 be good at v-ing: ‘…하는 것을 잘하다’
03 practice v-ing: ‘…하는 것을 연습하다’
어휘

win 동 이기다 race 명 경주

04 plan to-v: ‘…하는 것을 계획하다’

Practice Test

05 decide to-v: ‘…하는 것을 결정[심]하다’

A	1 watching 2 to go 3 to send 4 repeating

06 expect는 목적어로 to부정사만을 쓴다.

5 drawing 6 to arrive
B	1 fighting 2 to hide 3 playing 4 to brush
5 turning off
C	
1 loves playing baseball 2 hope to be
3 avoids eating 4 forgot putting her ring

어휘

partner 명 파트너, 동업자
어휘

chat 동 이야기하다

07 ① hope to-v: ‘…하기를 바라다’ seeing → to see
08 ④ give up v-ing: ‘…하는 것을 포기하다’ to teach → teaching
어휘

jog 동 천천히 달리다 work out 운동하다 college 명 대학
interest 명 관심, 흥미

09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10 forget v-ing: ‘(과거에) …한 것을 잊다’
		 forget to-v: ‘(미래에) …할 것을 잊다’

A

11 try v-ing: ‘(시험 삼아) …하다’

1 enjoy v-ing: ‘…하는 것을 즐기다’

12 remember v-ing: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

2 wish to-v: ‘…하기를 바라다’

13 stop to-v: ‘…하기 위해 멈추다’

3 promise to-v: ‘…하기로 약속하다’

14 ⓐ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4 mind v-ing: ‘…하는 것을 꺼리다’

		ⓑ feel like v-ing: ‘…하고 싶다’

5 finish v-ing: ‘…하는 것을 끝내다’
6 expect to-v: ‘…하기를 기대하다’

어휘

어휘

copy machine 복사기

어휘

rest 동 쉬다

be tired of …가 싫증나다

15 ⓐ forget to-v: ‘(미래에) …할 것을 잊다’
		ⓑ go v-ing: ‘…하러 가다’

B
1 stop v-ing: ‘…하는 것을 멈추다’
2 try to-v: ‘…하려고 노력하다’
3 practice v-ing: ‘…하는 것을 연습하다’
4 forget to-v: ‘(미래에) …할 것을 잊다’

16 ⓐ avoid v-ing: ‘…하는 것을 피하다’
		ⓑ stop v-ing: ‘…하는 것을 멈추다’
어휘

hang out 어울리다 instead 부 대신에

17 보기와 ④ 보어, ①, ② 목적어, ③, ⑤ 주어로 쓰인 동명사
어휘

5 remember v-ing: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

decorate 동 장식하다, 꾸미다 volleyball 명 배구
win an award 상을 타다 collect 동 모으다 headphone 명 헤드폰

18 ① keep v-ing: ‘계속 …하다’ to clean → cleaning

C
1 love v-ing[to-v]: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다[사랑하다]’
(= loves to play baseball)
2 hope to-v: ‘…하기를 희망하다’
3 avoid v-ing: ‘…하는 것을 피하다’
4 forget v-ing: ‘(과거에) …한 것을 잊다’

		② be busy v-ing: ‘…하느라 바쁘다’ to plan → planning
		③ want to-v: ‘…하기를 원하다’ reading → to read
		④ remember to-v: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mailing → to mail
어휘

wedding 명 결혼식 mail 동 우편으로 보내다

19 forget to-v: ‘(미래에) …할 것을 잊다’
		 try to-v: ‘…하려고 노력하다’
어휘

contest 명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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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20 it is no use v-ing: ‘…해도 소용 없다’
21 be worth v-ing: ‘…할 가치가 있다’
22 on v-ing: ‘…하자마자’

어휘

fall in love with …와 사랑에 빠지다

A	1 watched 2 will arrive 3 playing 4 was
5 am working

23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동명사의 부정: not/never v-ing.
24 cannot help v-ing: ‘…하지 않을 수 없다’ (= 『cannot (help)

but＋동사원형』)

scream 동 소리치다, 비명을 지르다

어휘

B	1 to study 2 know
	
3 are attending/will attend/are going to attend
4 is washing
C	
1 went 2 are taking 3 will finish 4 was surfing
D	1 will be a scientist 2 was driving his car
3 is teaching Chinese

CHAPTER 04

A
1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

시제

2 tomorrow afternoon으로 보아 미래시제
3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be동사의 현재
형＋v-ing』

Unit

4 과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

1 과거시제, 미래시제, 진행형

형＋v-ing』
pp.40 - 41

5 현재 진행형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음

A
그는 며칠 전에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Aria는 어제 신나 보였다.

B
1 미리 정해진 계획을 나타내는 미래시제: 『be going to＋동사원형』

2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know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음

B

3 현재 진행형과 미래시제(will, be going to)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1 그는 10시쯤 집에 올 것이다.
나는 오늘 방과 후에 시내에 갈 것이다.

나타낼 수 있음
4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2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그들은 5월에 축제에 갈 것이다.

C
1 last night으로 보아 과거시제

C

2 현재 진행형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음

1 나는 뉴질랜드에 있는 내 친구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다.
그녀는 지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지 않다.

3 미래시제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will＋동사원형』
4 과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형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운전하는 법을 배우려고 생각[고려]하고 있다.

Grammar
1 나는 내일 그를 만날 것이다.
2 그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다.

Unit

2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고 있었다.
너는 어젯밤에 뭐 하고 있었니?

2 현재완료
pp.42 - 43

A
1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Speed Check

2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1③2②
1 과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
형＋v-ing』
2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 『be동사의 현재
형＋v-ing』

어휘

heavily 부 심하게

B
1 Ethan은 예전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다.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
2 지난해 이래로 우리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3 그 학생들은 막 경기장에 도착했다.
4 Leo는 회의실을 나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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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주도에 가고 (지금 여기에) 없다.

나는 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봤다.

Review Test
01 ④

02 ③

05 was, is

Grammar
Jake는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2년째 살아왔었다.
Lily는 그녀가 대만에서 샀던 한 상자의 파이를 나에게 보냈다.

03 ①

06 ⑤

04 has started, started

07 ④

08 ⑤

09 have forgotten

10 have already eaten[had]

11 ④

played computer games

14 slept in her bed

15 ②

16 ④

get/is getting

Speed Check

pp.44 - 46

12 ③

13 has

17 ③ I came, ⑤ will get/is going to
18 ⑤

19 have ridden a roller coaster

1 너는 월드컵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니?

20 haven’t read the article yet

2 그는 그의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아직 기억하지 못

for 10[ten] years 22 ③

21 had driven the car

함)
3 나는 3년 동안 콘택트렌즈를 착용해왔다.
4 Jack은 이미 그 에어컨을 고쳤다.

01 과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나타내는 과거 진행형: 『be동사의 과거
형＋v-ing』

어휘

take a shower 샤워하다

02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have been to: ‘…에 가본 적이 있다’
1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2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03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have gone to: ‘…에 가고 (지금 여기
어휘

password 명 비밀번호

어휘

repair 동 수리하다

3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4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에) 없다’
04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two weeks ago가 있으므로 과거시제
를 쓴다.
05 현재 진행형(『be동사의 현재형＋v-ing』)으로 최근(these days)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Practice Test

06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 온 것이므로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를

A	1 has gone 2 has been sick 3 have sold

07 과거에 일어나고 있던 일을 나타내므로 과거 진행형을 쓴다.

쓴다.
08 ⓐ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4 have used
B	1 have lived 2 went

3 Have you ever been to

4 haven’t checked
C	
1 has just arrived 2 has been warm
3 have seen the actor
4 He has left his homework
5 has owned this house 6 had been abroad

		ⓑ last month로 보아 과거시제
09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10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11 ④ 과거(last year)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계속
을 나타내는 현재완료를 쓴다. taught → has taught
		또는 since를 삭제하면 명백하게 과거(last year)를 나타내므로 과
거시제를 유지할 수 있다. since last year → last year
12 ③ 현재 진행형은 미래(this weekend)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A
1, 3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2, 4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가까운 미래에 계획한 일을 나타낼 수 있다. was → is
		또는 미래시제 『will/be going to＋동사원형』을 쓸 수 있다. was

visiting → will visit/is going to visit
13 4시부터 현재인 6시에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을 나타

B

내는 현재완료를 쓴다.

1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14 2시에 잠들어 5시에 깼으므로 과거시제를 쓴다.

2 명백하게 과거(in 2015)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므로 과거시제

15 보기와 ②는 경험, ①은 완료, ③은 결과, ④와 ⑤는 계속을 나타내

3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4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는 현재완료이다.
16 보기와 ④는 완료, ①과 ③은 경험, ②는 계속, ⑤는 결과를 나타내
는 현재완료이다.

어휘

temple 명 사원, 절

C

17 ③ yesterday로 보아 과거시제

1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⑤ 『will/be going to＋동사원형』,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

2, 5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인 현재 진행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수 있다.

3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해석]

4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A: 안녕, Steve. 어떻게 지냈어?

6 경험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B: 잘 지냈어. 난 막 파리를 여행했어. 어제 돌아왔어.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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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좋았겠다. 네 남동생 John은 어때?

C	
1 was not able to get 2 may need

		 B: 그는 잘 지내고 있어. 그는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3 Will[Would] you tell 4 may not be true

18 ⑤ 노래 대회가 다음 주에 있으므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여 최근
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낸다. was → am
어휘

stomachache 명 위통, 복통 go on a diet 식이요법을 하다

20 완료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어휘

A
1, 4-6 『조동사＋동사원형』

19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 ride-rode-ridden

2 『be able to＋동사원형』

article 명 기사

21 계속을 나타내는 과거완료

3 『be going to＋동사원형』

22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완료

7 조동사의 부정: 『조동사＋not』

B
1 can이 능력·가능을 뜻할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음
2 허가를 나타내는 may, can[could]
3 will이 미래를 뜻할 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음
4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may

CHAPTER 05

C

조동사

1 be able to의 부정: be not able to
2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may
3 『Will[Would] you＋동사원형 ...?』: ‘…해 주겠어요?’

Unit

4 조동사의 부정: 『조동사＋not』

1 can, may, will
pp.48 - 49

1 1) Lexa는 이 무거운 상자를 옮길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2)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
3) 저를 좀 도와 주시겠어요?

Unit

2 1) Clark는 이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2) 너는 저쪽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해도 좋다.
			 제가 메시지 남겨 드릴까요?
3 1) 나는 오늘 오후에 숙제를 할 것이다.
2) 창문 좀 열어 줄래요?

2 must, should
pp.50 - 51

1 1) 학생들은 수업 중에 그들의 휴대전화를 꺼야 한다.
			 부모님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한국 남자들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누군가 내 컴퓨터를 해킹했다. 나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다.

3) 커피 한잔하지 않겠어요?

Grammar

cf. 우리 오늘 오후에 만날래?

1 비행기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2 나는 오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Speed Check
1①2⑤
1 『can＋동사원형』: ‘…할 수 있다’ (능력·가능)
2 will이 미래를 뜻할 때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음

2) Jimmy는 지금 집에 있는 게 틀림없다.

		

Jimmy는 지금 집에 있을 리가 없다.

2 우리는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박물관에서 떠들면 안 된다.

Speed Check

Practice Test
A	1 spend 2 to jump 3 to buy 4 live[be living]
5 show 6 lend 7 may not come
B	1 can 2 May[Can/Could] 3 won’t[will not]

1①2②3①
1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임이 틀림없다’
어휘

genius 명 천재

2 의무를 나타내는 have to: ‘…해야 한다’
3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다’

어휘

soft drink 청량음료

4 ma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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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Practice Test

A	1 must not 2 to cancel 3 must 4 don’t have to

A	1 had better 2 to wish 3 better not 4 to visit

B	1 don’t need to 2 have to 3 must

5 used to
B	1 had better 2 used to 3 would like to

4 can’t[cannot]
C	
1 must be 2 should/must exercise

C	
1 너는 밤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3 must/should not miss 4 had to go

2 나는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갖고 싶다.

5 don’t have[need] to buy

3 Linda는 그녀가 어렸을 때 이 강에서 수영하곤 했다.
D	1 would like to go 2 used to have

A

3 had better go to bed 4 had better not watch

1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
2 must/have to의 과거 had to: ‘…해야 했다’

A

3 강한 추측(‘…임이 틀림없다’)을 나타내는 must

1 had better: ‘…하는 게 좋겠다’ (강한 충고나 권고)

4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2 would like to: ‘…하고 싶다’
3 had better의 부정: had better not

B
1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 don’t need to/

need not)

4 used to: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5 used to: ‘…이었다’ (과거의 상태)

2 must가 의무를 뜻할 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음
3 강한 추측(‘…임이 틀림없다’)을 나타내는 must
4 강한 추측의 부정(‘…일 리가 없다’)을 나타내는 can’t[cannot]

Review Test
01 ④

Unit

3 would like to, had better, used to
pp.52 - 53

1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춤추실래요?

02 ③

pp.54 - 56

04 1) must not park 2) can’t

03 ⑤

[cannot] eat 3) have to wear

05 ①

08 Would

11 ④

09 to

13 would play

10 ③

14 ④

better, had better not
20 ③

21 used to be

15 ②

06 ④

07 had

12 must be
17 had not

16 ⑤

18 preparing, prepare

19 ④

22 can’t[cannot] be the thief

23 are able to volunteer

2 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나는 저축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너는 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겠다.
3 1) 내 친구들과 나는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곤 했다.
			 Anna는 매일 조깅하곤 했다.
2) 집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다.

나는 초밥을 먹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먹는다.

Grammar
나는 점심 후에 산책하곤 했다.
길모퉁이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다.

01 used to: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02 should: ‘…해야 한다’

1②2③

어휘

2 had better의 부정: had better not

set 동 놓다; *(기기를) 맞추다 alarm clock 자명종

04 1)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
		2) 허가를 나타내는 can의 부정 can’t[cannot]: ‘…할 수 없다’
		3) have to: ‘…해야 한다’
어휘

park 동 주차하다 area 명 지역 swimming cap 수영 모자

05 ①의 must는 강한 추측(‘…임이 틀림없다’)을, 나머지는 의무(‘…해
야 한다’)를 나타낸다.
late fee 연체료 medicine 명 약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06 ④의 may는 약한 추측(‘…일지도 모른다’)을, 나머지는 허가(‘…해도
좋다’)를 나타낸다.
어휘

1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 ‘…이었다’

scissors 명 pl. 가위 sharp 형 날카로운

03 don’t need to[don’t have to/need not]: ‘…할 필요가 없다’

어휘

Speed Check

어휘

dead 형 죽은; *(기계 등이) 작동을 안 하는

07 had better: ‘…하는 게 좋겠다’ / had to: ‘…해야 했다’
어휘

yellow dust 황사

08 •would like to: ‘…하고 싶다’
•『Would[Will] you＋동사원형 ...?』: ‘…해 주겠어요?’ (요청)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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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used to: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 우유가 내 여동생에 의해 쏟아졌다.

•be able to: ‘…할 수 있다’ (능력·가능)

Ashley가 이 모형 비행기를 지난주에 만들었다.

10 ③의 need not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의 뜻을 나타낼 때는 must/should not을 쓴다.

→ 이 모형 비행기는 지난주에 Ashley에 의해 만들어졌다.
2 오늘은 그가 점심을 요리할 것이다.

need not → must/should not
어휘

→ 오늘 점심은 그에 의해 요리될 것이다.

rule 명 규칙

그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열 것이다.

11 빈칸에는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알맞다. ‘…하고 싶다’라
는 뜻의 would like to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어휘

→ 패션쇼는 그 디자이너에 의해 열릴 것이다.
3 나는 내 하드 드라이브에 그 파일들을 복사하고 있다.

lie 동 거짓말하다

→ 그 파일들이 나에 의해 내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되고 있다.

12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임이 틀림없다’
13 would: ‘…하곤 했다’ (= used to)

어휘

anymore

그 간호사가 네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부

→ 네 이름이 그 간호사에 의해 불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14 can이 능력·가능을 나타낼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15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다’ (= need not/don’t need to)
어휘

report 명 보도; *보고서

Speed Check
1④2⑤

16 ⓐ must: ‘…임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
1 과거시제 수동태: 『be동사의 과거형＋v-ed』

		ⓑ used to: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어휘

어휘

invent 동 발명하다

2 미래시제 수동태: will be v-ed

stylish 형 유행을 따른

17 had better의 부정: had better not

어휘

worry 명 걱정(거리)

18 be going to: ‘…할 것이다’
19 ④ 『Shall we＋동사원형 ...?』: ‘…하지 않겠어요?’ (제안)

to have → have

어휘

blame oneself 자신을 책망하다

20 ③ had better: ‘…하는 게 좋겠다’ (강한 충고나 권고)

Practice Test
A	1 closed 2 will be cleaned 3 were drawn

to thank → thank
어휘

agree 동 동의하다 on time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각에
pick up …을 (차로) 태우러 가다

4 is being downloaded
B	1 wrote → written 2 doing → done
3 is elect → is elected 또는 was elected

21 used to: ‘…이었다’ (과거의 상태)
22 can’t[cannot]: ‘…일 리가 없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의
부정)
23 be able to: ‘…할 수 있다’

어휘

4 is be used → is used 또는 is being used
C	
1 My handbag was stolen by a woman
2 My favorite love song will be sung by Ted.

volunteer 동 자원봉사를 하다

3 Mr. Brown is respected by many students.
4 A new superhero movie is being made by the
director.
D	1 was broken by 2 is visited by
3 will be repaired by

CHAPTER 06

A

수동태

1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능동태
2 미래시제 수동태: will be v-ed
3 과거시제 수동태: 『be동사의 과거형＋v-ed』

Unit

4 진행형 수동태: 『be동사＋being v-ed』

1 능동태와 수동태
pp.58 - 59

A
2 많은 학생들이 그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그 웹사이트는 많은 학생들에 의해 이용된다.

Unit

2 수동태의 여러 형태
pp.60 - 61

B
1 내 여동생이 우유를 쏟았다.

A
1 이 사진은 나에 의해 찍힌 것이 아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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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창문은 Serena에 의해 깨졌니?

5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동사가 give일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씀

3 그 생선은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B

B
1 Wilson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문법을 가르치신다.
→ 우리는 Wilson 선생님에 의해 영문법을 배운다.

1 수동태의 부정: 『be동사＋not v-ed』
2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동사가 show일

→ 영문법은 Wilson 선생님에 의해 우리에게 가르쳐진다.

나는 남동생에게 책 한 권을 사주었다.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씀
3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분
사나 to부정사로 바꿈

→ 책 한 권이 나에 의해 남동생에게 사주어졌다.

4 make가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
에서 to부정사로 바꿈

2 1) 그 커플은 그 고양이를 Muffin이라고 이름 지었다.
			 → 그 고양이는 그 커플에 의해 Muffin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Peter는 Mary에게 빵을 좀 사달라고 부탁했다.
			 → Mary는 빵을 좀 사달라고 Peter에 의해 부탁 받았다.
2) 그녀의 어머니는 Kate가 팝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 Kate가 팝송을 부르는 것이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들렸다.
3) 아빠는 내가 엄마를 돕게 했다.

C
1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be v-ed』
2 대부분 5형식 문장은 수동태 전환 시 목적격 보어(to avoid fried

foods)를 그대로 둠
3 수동태의 의문문: 『be동사＋주어＋v-ed?』

			 → 나는 아빠에 의해 엄마를 돕도록 시켜졌다.

Speed Check
④

Unit

3 주의해야 할 수동태

make가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
서 to부정사로 바꿈
어휘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pp.62 - 63

1 캐나다 퀘벡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영화제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2 그 의사가 그 아이를 돌보았다.

Practice Test
A	1 to pay 2 calling 3 was not changed 4 Was
5 to
B	1 didn’t → wasn’t 2 for → to
3 ride → riding[to ride] 4 following → to follow
C	
1 should be taken by you

그 아이는 그 의사에 의해 돌보아졌다.
3 1) 그가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2) 그 할리우드 스타는 아주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4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Speed Check
1④2②

2 I was told to avoid fried foods by the doctor.

1 동사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취급

3 Was this hamburger made by your father?

2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D	1 can be made 2 was painted white

어휘

protect 동 보호하다 environment 명 환경

3 was allowed to eat dessert

A
1 make가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
에서 to부정사로 바꿈
2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분
사나 to부정사로 바꿈
(← My sister heard him call my name.)
3 수동태의 부정: 『be동사＋not v-ed』
4 수동태의 의문문: 『be동사＋주어＋v-ed?』

Practice Test
A	1 run over → run over by 2 of → to 3 in → with
4 → My sister resembles my mother.
5 put off → was put off
B	1 with 2 at 3 with
C	
1 was brought up by wolves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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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동사가 tell일

2 will be asked for by Mike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3 are
 looked down on by many software

09 ③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일 때 수동태 문장에서 『by＋행위자』를

companies

생략할 수 있다.

D	1 were covered with dust 2 was looked after by
3 were made use of by the artists

어휘

bite 동 물다 (bit-bitten) grade 동 성적을 매기다

10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동사가 send일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11 미래시제 수동태는 will be v-ed이며, 동사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취급한다.

A

12 대부분 5형식 문장은 수동태 전환 시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둔다.

1, 5 동사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취급

어휘

2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advise 동 충고하다

13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be v-ed

3 be pleased with: ‘…로 즐거워하다’

어휘

4 ‘…을 닮다’의 뜻인 resemble은 수동태로 쓰지 않음

cure 동 낫게 하다, 치유하다 pill 명 알약

14 make가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
장에서 to부정사로 바꾼다.

B
1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15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2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16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3 be filled with: ‘…로 가득 차다’

17 ③ 동사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취급한다.
		 was taken care → was taken care of

C

어휘

동사구는 수동태로 바꿀 때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취급

soldier 명 군인, 병사 cheerful 형 발랄한, 쾌활한

18 ② ‘…에 어울리다’라는 뜻의 become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is become → becomes

D

어휘

1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package 명 소포 talk to oneself 혼잣말하다 destroy 동 파괴하다
storm 명 폭풍(우)

19 과거시제 수동태: 『be동사의 과거형＋v-ed』
[해석]

Review Test
01 ⑤

02 ④

03 ④

pp.64 - 66

04 kept, was kept

05 deliver,

be delivered 06 pass, passing[to pass] 07 ① 08 ④
09 ③
after by

10 were sent to Grace by

11 will be looked

12 was advised to go to bed early

14 ③

15 is filled with

18 ②

19 ③

16 is covered with

20 was not designed

13 ⑤
17 ③

21 Was this

product asked for 22 might be being baked 23 ①, ④
24 ④

		 A: 백화점 앞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
		 B: 정말? 무슨 일이야?
		 A: 차 한 대가 덤프트럭 한 대에 의해 부딪혔어.
		 B: 운전자가 다쳤니?
		 A: 응.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어.
20 수동태의 부정: 『be동사＋not v-ed』

어휘

design 동 설계하다

21 동사구(ask for)의 수동태
22 조동사의 진행형 수동태: 『조동사＋be being v-ed』
23 4형식 문장은 두 가지 수동태가 가능하며,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수
동태를 만들 때에는 동사가 give이므로 전치사 to를 간접목적어 앞
에 쓴다.
24 ④ 동사구(laugh at)의 수동태

01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be v-ed』

어휘

check 동 점검하다

02 수동태의 부정: 『be동사＋not v-ed』

		 laughed by his friends at → laughed at by his friends
어휘

omelet 명 오믈렛 bridge 명 다리 silly 형 어리석은

03 4형식 문장의 직접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로, 동사가 make일
때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어휘

04 과거시제 수동태: 『be동사의 과거형＋v-ed』
05 미래시제 수동태: will be v-ed

어휘

wooden 형 나무로 된
어휘

fur 명 털

bookshelf 명 책장

06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동사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
분사나 to부정사로 바꾼다.
어휘

ambulance 명 구급차 far away 멀리

07 •be covered with: ‘…로 덮여 있다’
		•be pleased with: ‘…로 즐거워하다’
08 •be known to: ‘…에게 알려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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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C	
1 hidden message 2 a puppy called Toto
3 climbing the tree

분사

4 boring person, become bored

A
Unit

1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1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pp.68 - 69

B

2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3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고장 난’)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4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짖고 있는’)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1
현재분사

과거분사

1) 재미있는 영화

1) 잠긴 문

2) 춤추고 있는 소녀

2) 떨어진 나뭇잎

학교에 오고 있는 사람 / 영어로 쓰인 책

5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그려진’)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6 목적격 보어로 쓰여 수동(‘닫힌’)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B
1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서 있는’)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2 꾸며지는 명사(plan)가 감정을 일으키므로 현재분사

2
현재분사
대학 생활은 신나 보인다.

3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4-5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지어진’/’만들어진’)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

나는 Jake가 내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과거분사
너는 걱정스러워 보인다.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의 위가 검사되도록 했다.
3

C
1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숨겨진’)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2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불리는’)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3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오르고 있는’)을 나타내는 현재분

현재분사
지금 내 여동생이 집으로 오고 있다.
과거분사

사
4 꾸며지는 명사(person)가 감정을 일으키므로 현재분사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쓰인 과거분사

내 여동생이 방금 집에 왔다.
그 곡은 Tim에 의해 쓰였다.

Grammar
그 식사는 만족스러웠다. / 그것은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Unit

2 현재분사와 동명사
pp.70 - 71

나는 만족했다. / 만족한 고객이 많다.
현재분사

Speed Check
1③2④3③

그는 자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그 게임은 신나 보인다.
그녀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다.

1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잡고 있는’)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2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버릇없이 자란’)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어휘

spoil 동 망치다; *버릇없게 키우다

3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씀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내 임무는 그 식물을 돌보는 것이었다.
1 1) Mike가 전화하며 울고 있다.

Practice Test
A	1 making 2 shocked 3 broken 4 barking
5 painted 6 shut

2) 내 취미 중 하나는 록 음악을 듣는 것이다.
2 1) 수영을 하고 있는 남자를 봐.
			 돌고래와 수영하고 있는 남자가 내 남자친구이다.
2) 그의 집에는 수영장이 있다.

B	1 standing 2 exciting 3 tired 4 built 5 made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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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heck

4 이 버스를 타면 너는 서울역에 도착할 것이다.
5 열이 났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1 현재분사 2 현재분사 3 동명사 4 동명사
1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Speed Check

2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1 Sandra를 기다리는 동안/기다리면서 나는 Jake와 차를 마

3-4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동명사

셨다.
2 가난했기 때문에/가난했을 때 그는 비싼 차를 살 수 없었다.
3 나는 아기를 안고서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Practice Test

1 (← While/As I waited for Sandra, ....)

A	1 growing 2 shining 3 throwing 4 studying

2 (← Because[As/Since]/  When he was poor, ....)

B	1 sit → sitting 2 cry → crying 3 take → taking

3 (← As I held the baby, ....)

4 wait → waiting 5 run → running
C	
1 burning building 2 a flight leaving

Practice Test

3 is doing his homework
4 Learning a foreign language 5 boiling water

A	1 Cleaning my room 2 Smiling brightly
3 Not arriving on time

A

B	1 Because[As/Since]/After I walked in the rain

1 enjoy의 목적어로 쓰인 동명사
2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2 As/ While/When/After I shopped online

3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3 If/When you meet her

4 보어로 쓰인 동명사

4 Though he had a lot of work
C	
1 Feeling lonely 2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B

3 Waiting for his friend

1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4 Running to the bus stop

2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3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A

4-5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동명사

분사구문 만드는 법: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접속사
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꿈

C

3 분사구문의 부정: 『not/never＋분사』

1, 5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2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분사

B

3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분사

1 문맥상 이유, 원인이나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4 주어로 쓰인 동명사

2 문맥상 동시동작이나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3 문맥상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4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Unit

3 분사구문
pp.72 - 73

B
학교에 걸어갈 때 나는 음악을 듣는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나는 그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C

Review Test
01 ⑤

02 ③

03 ④

pp.74 - 76

04 Though living in a city

05 Being cold

06 Holding my hand

09 ③

11 Lived, Living

10 ②

disappointed

07 ④

08 ②

12 disappointing,

13 Getting up not, Not getting up

1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다.

14 1) cutting the cake 2) giving some flowers 3) hung

2 소파에 앉아서 나는 TV를 보았다.

15 ③

16 ③

17 ③

18 ④

19 ⓐ When/As he

3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매우 건강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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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ed around ⓑ Turning around

CHAPTER 08

20 stood surprised

21 Trying your best 22 Writing a science report

대명사

01 목적격 보어로 쓰여 수동(‘고장 난’)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어휘

necklace 명 목걸이

02 주어(to see 이하)가 감정을 일으키므로 현재분사를 쓴다.

Unit

03 때/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When/While/As I walked

downtown, ....)

어휘

pp.78 - 79

downtown 부 시내에서[로]

04-06 분사구문 만드는 법: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1 1) 나는 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새것을 샀다.

cf. 나는

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지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찾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꾼다. 양보를

다.

나타내는 분사구문에서는 주로 접속사를 남겨 둔다.
어휘

country 명 나라; *시골 keep v-ing 계속 …하다

07 문맥상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As/Since/Because)와 때를 나

2) 그의 집에는 방이 세 개가 있다.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두 개이다.
2 차 좀 마시겠어요? - 네. 조금 마실게요.

타내는 접속사(When)는 자연스럽지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Though)는 어색하다.

아이디어가 좀 있니? - 아니, 전혀 없어.
3 1) 모두가 피곤했다. / 모든 것이 조용하다.

08 주어(It)가 감정을 일으키므로 주격 보어로 현재분사를 쓴다.
09 주어(I)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2)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 / 모든 일이 끝났다.
4 우리 둘 다 노트북 컴퓨터를 사길 원한다.

10 문맥상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As)가 자연스럽다.
어휘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과학자이다.

hill 명 언덕

cf.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과학자이다.

11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As[Because/Since] I live near his house, ....)

5 각각의 나라는 그들만의 국기가 있다.

12 주어(I)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그들 각각은 다른 국가 출신이다.

13 분사구문의 부정: 『not/never＋분사』

cf. 모든 소녀는 자신만의 방을 갖고 싶어 한다.

14 1) -2)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자르고 있는’/‘주고 있는’)
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3)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걸려 있는’)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어휘

hang 동 걸다 (hung-hung)

15 ③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 나머지는 분사구문으로 쓰인 현재분사
어휘

1 부정대명사 I

aloud 부 큰소리로 honest 형 정직한
academy 명 (특수 분야의) 학교

16 ⓐ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초대된’)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Speed Check
1①2③
1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one을
씀 (one = a large umbrella)
2 ‘조금’, ‘몇몇[약간]의’의 뜻인 any는 주로 부정문에 씀

		ⓑ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ㆍ진행(‘기다리고 있는’)을 나타내는
현재분사
어휘

relative 명 친척 reporter 명 기자

17 ⓐ 주격 보어로 쓰인 현재분사
		ⓑ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수동(‘주차된’)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18 ④ 문맥상 수동(‘잃어버린’)이 자연스러우므로 과거분사를 쓴다.

losing → lost

어휘

Practice Test
A	1 any 2 some 3 are 4 are 5 hopes 6 one
B	1 is → are 2 some → any 3 wear → wears
4 like → likes

advice 명 충고

19 ⓐ At that moment로 보아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나 동
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

C	
1 it 2 it 3 one 4 one, ones
D	1 Both science and art are 2 Each of us has

결한다.

3 All of them were eating

		ⓑ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으므로 부사절의 접속사(When/As)

4 There are some problems

와 주어(he)를 생략하고 동사(turn)를 현재분사로 바꾼다.
20 주어(He)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어휘

reply 명 대답

21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 If you try your best, ....)
어휘

try one’s best …의 최선을 다하다 achieve 동 성취하다, 이루다

22 때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 After I wrote a science report, ....)

A
1 부정문에 주로 쓰는 any
2 권유문에 주로 쓰는 some
3 『all (of)＋(대)명사』는 (대)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킴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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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th는 복수 취급

Speed Check

5 『every＋단수명사＋단수동사』

1④2④3⑤

6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one을
1 one ... the other ~: ‘(둘 중의) 하나는 …, 다른 하나는 ~’

씀 (one = a cookie)

어휘

mug 명 (차ㆍ커피 등을 담는) 잔

B

2 some ...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또 어떤 것[사람]들은 ~’

1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의 뜻으로 복수 취급

3 one another: ‘서로’

2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주로 쓰는 any
3 『each＋단수명사＋단수동사』
4 『every＋단수명사＋단수동사』

Practice Test

C

A	1 another 2 the others 3 each other 4 one

1-2 앞서 언급된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it을 씀

B	1 the other 2 others 3 the other[third]

(it = the bus / this yellow shirt)
3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one을
씀 (one = a bakery)

C	
1 others 2 each other 3 another 4 one
D	1 another language 2 some are black, the others
3 one was interesting, the other was boring

4 앞서 나온 명사를 받을 때 one을 씀 (one = hairpin)

A

D
1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의 뜻으로 복수 취급

1 another: ‘또 하나 다른 것(의)’, ‘또 하나(의)’

2 each는 단수 취급

2 some ... the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나머지 모든 것[사
람]들은 ~’

3 『all (of)＋(대)명사』는 (대)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킴

3-4 each other / one another: ‘서로’

4 긍정문에 주로 쓰는 some

B
1 one ... the other ~: ‘(둘 중의) 하나는 …, 다른 하나는’
2 some ...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또 어떤 것[사람]들은 ~’
Unit

2 부정대명사 II

3 one ... another ~, the other[third] ~: ‘(셋 중의) 하나는 …, 다른
pp.80 - 81

하나는 ~, 나머지 하나는 ~’

1 저는 이 반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 다른 걸 보여 주세요.
나는 내 방에 또 한 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주스 한 잔 더 하시겠어요?
2 Chloe가 나에게 두 벌의 치마를 주었다. 하나는 짧고, 다른 하나는
길다.

Unit

3 재귀대명사
pp.82 - 83

	나는 애완동물이 두 마리 있다. 하나는 이구아나이고, 다른 하나는 토
끼이다.

cf. 나는 친한 친구가 세 명 있다. 한 명은 중국인이고, 다른 한 명
은 프랑스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탈리아인이다.
3 어떤 사람들은 댄스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라드를 좋
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TV쇼를 봤다.

cf. 우리 반의 어떤 학생들은 내 의견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모든

1 1) 그는 일본어를 독학하고 있다.
			 그녀는 요리하다가 베었니?
2) 그는 자신을 일류 모델로 생각한다.
			 Maya는 자신에게 실망했다.
2 내가 직접 그 책갈피를 만들었다.
그녀는 파티에서 바로 그 Emma Watson을 봤다.
3 나는 내 힘으로 이 팔찌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4 James와 나는 서로 매우 잘 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손해야 한다.

Speed Check
1②2①
1 주어가 He이므로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로

himself를 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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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y one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my sister want 22 All the food, was delicious 23 ②
01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one을

Practice Test

쓴다. (one = a bank)
어휘

A	1 herself 2 by 3 herself 4 yourself 5 himself
B	1 yourself → ourselves 또는 We → You

just around the corner 길모퉁이를 돌면 바로; 바로 근처에

02 some ...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또 어떤 것[사람]들은 ~’
어휘

essay 명 수필

2 in you → in yourself 3 me → myself

03 another: ‘또 하나 다른 것(의)’, ‘또 하나(의)’

4 you → yourself/yourselves

04 『every(‘모든’)＋단수명사＋단수동사』

C	
1 excused myself 2 beside herself

어휘

expect 동 기대하다

take part in …에 참여하다 sports day 운동회

05 앞서 언급된 명사와 같은 종류이나 불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one을

3 seat yourself

쓴다. (one = a cupcake)

D	1 My mom burned herself

06 ⓐ another: ‘또 하나 다른 것(의)’, ‘또 하나(의)’

2 He didn’t take care of himself

		ⓑ some ... the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나머지 모든 것

3 used to talk to myself

[사람]들은 ~’

어휘

drawer 명 서랍

07 ⓐ 『every＋단수명사＋단수동사』

A

		ⓑ both는 ‘둘 다’의 뜻으로 복수 취급한다.

1 dress oneself: ‘옷을 입다’

		ⓒ 『all (of)＋(대)명사』는 (대)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킨다.

2 by oneself: ‘혼자서’; ‘혼자 힘으로’

어휘

3, 5 ‘직접’, ‘스스로’의 뜻으로 주어/목적어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
4 help oneself to: ‘…을 마음껏 먹다’

shopper 명 쇼핑객

08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09 ④ ‘직접’, ‘스스로’라는 뜻으로 주어(We)를 강조하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 ourselves를 쓴다.

B
1 주어가 we/you일 때 주어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는 ourselves/

yourself/yourselves
2-3 주어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일 때 쓰는 재귀대명사 (전

anywhere 부 어디든, 아무데나

10 ⓑ 긍정문에는 주로 some을 쓴다.

any time → some time 또는 time
		ⓓ 부정문에는 주로 any를 쓴다. some money → any money
어휘

치사/동사의 목적어)

어휘

silent 형 조용한 get along well with …와 잘 지내다

11 주어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일 때 쓰는 재귀 용법의 재

4 make oneself at home: ‘편하게 지내다/쉬다’

귀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12 one ..., another ~, the other[third] ~: ‘(셋 중의) 하나는 …, 다

C

른 하나는 ~, 나머지 하나는 ~’

1 excuse oneself: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다’

어휘

purple 형 보라색의, 자주색의

13 ① 『all (of)＋(대)명사』에서 명사(people)가 복수이므로 복수동사를

2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쓴다. was → were

3 seat oneself: ‘앉다’

14 ③ one ... the other ~: ‘(둘 중의) 하나는 …, 다른 하나는 ~’

another → the other

D

어휘

hug 동 껴안다 purse 명 지갑

1 burn oneself: ‘데다’, ‘화상을 입다’

15 •make oneself at home: ‘편하게 지내다/쉬다’

2 주어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일 때 쓰는 재귀대명사 (전치

		•help oneself to: ‘…을 마음껏 먹다’
16 •긍정문에는 주로 some을 쓴다.

사의 목적어)

		•some ... the others ~: ‘어떤 것[사람]들은 …, 나머지 모든 것

3 talk to oneself: ‘혼잣말하다’

[사람]들은 ~’

어휘

flour 명 밀가루 audience 명 관람객

17 의문문과 부정문에는 주로 any를 쓴다.
18 another: ‘또 하나 다른 것(의)’, ‘또 하나(의)’

Review Test

pp.84 - 86

01 ② 02 ③ 03 another 04 Every student 05 one
06 ④

07 ③

08 enjoyed myself

09 ④

10 ③

11 looking at herself 12 one, another, the other[third]
13 ①

14 ③

15 yourself

16 some[Some]

17 any

18 ⑤ 19 ① 20 Each person has 21 Both Sam and

19 ①은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 용법, 나머지는 재귀 용법으로 쓰인 재
귀대명사이다.

어휘

poem 명 (한 편의) 시 express 동 표현하다

20 『each(‘각각(의)’)＋단수명사＋단수동사』

어휘

personality 명 성격

21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의 뜻으로 복수 취급한다.
22 『all (of)＋(대)명사』에서 명사(food)가 단수이므로 단수동사를 쓴다.
23 ②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로 생략 가능하다.
어휘

artist 명 예술가 sign 동 서명하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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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최상급＋of＋비교의 대상이 되는 명사』: ‘… 중에서 가장

CHAPTER 09

…한/하게’

비교 구문
Unit

1 비교 구문

Unit

2 비교 구문을 이용한 표현
pp.90 - 91

pp.88 - 89

1 내 손은 얼음만큼 차갑다.
아빠는 엄마만큼 요리를 잘한다.

1 내 배낭은 네 것보다 세 배 더 무겁다.
2 네가 더 집중할수록, 너는 네 일을 더 빨리 끝낼 것이다.
네가 더 많이 웃을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부산은 대구만큼 덥지는 않다.
2 우유를 마시는 것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다.

3 요즘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점점 더 시끄럽게 이야기했다.

Paul은 우리 어머니보다 애플파이를 더 잘 만든다.
내 여자친구는 꽃보다 더 아름답다.

지구는 달보다 훨씬 더 크다.
3 1) Ted는 그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4 너는 생선과 고기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Brad Pitt와 Angelina Jolie 중에 누가 더 유명하니?
5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중 한 명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들 중 하나이다.

2) 파도타기는 모든 수상 스포츠 중에서 가장 신이 난다.

Speed Check
1③2③
1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
2 『the＋최상급＋in＋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 (안)에서
가장 ~한/하게’

Practice Test
A	1 weak 2 smarter 3 most 4 a lot 5 fastest
B	1 as older as → as old as 또는 older than
2 pretty → prettier 3 largest → the largest
4 more → most 5 more far → far more
C	
1 as tall as 2 not as[so] busy as
3 are harder than 4 the most diligent of

Speed Check
1②2④3⑤4②
1 『배수사＋as＋원급＋as』: ‘…의 몇 배로 ~한/하게’
2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3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4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Practice Test
A	1 hard 2 festivals 3 the more easily 4 more
5 more and more
B	1 more 2 longer and longer 3 more important
4 the most humorous 5 five times
C	
1 Which is more comfortable
2 darker and darker

5 much[even/still/far] older than

3 The more we have, the more
4 one of the most famous writers

A

5 ten times better

1 『not as[so]＋원급＋as』: ‘…만큼 ~하지는 않은/않게’
2 『비교급＋than』: ‘…보다 더 ∼한/하게’
3, 5 『the＋최상급』: ‘가장 …한/하게’

A

4 비교급 강조: a lot/much/even/still/far＋비교급＋than

1 『배수사＋as＋원급＋as』: ‘…의 몇 배로 ~한/하게’ (= 『배수사＋비

B

2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1 『as＋원급＋as』 또는 『비교급＋than』
2, 5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far
3 『the＋최상급＋in＋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 (안)에서
가장 …한/하게’

교급＋than』)
3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4 『Which[Who] ... 비교급,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누
가] 더 …한가?’
5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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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Test

CHAPTER 10

pp.92 - 94

01 ② 02 ③ 03 ③ 04 as much as 05 three times
more expensive

06 ③

11 the louder, louder

07 ④

08 ②

09 ④

10 ③

12 most, more[better]

13 as

접속사

larger as, as large as 또는 larger than 14 much, most
15 (1) warmer than (2) as cold as

16 ②

slowest 2) faster than 3) as fast as
20 bigger and bigger

17 1) the

18 ⑤

Unit

1 when, as, while, after, before, until[till]

19 ⑤

21 The more we exercise, the

healthier 22 one of the most amazing players 23 not

pp.96 - 97

A
1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다퉜을 때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TV를 볼 때 감자 칩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as[so] delicious as

2 그 도둑은 도망가면서 훔친 지갑을 떨어뜨렸다.

Clark는 버스를 타다가 그의 담임 선생님을 보았다.

01 『much＋비교급＋than』: ‘…보다 훨씬 더 ∼한/하게’
02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03 『Which[Who] ... 비교급,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누
가] 더 …한가?’
04 『as＋원급＋as』: ‘…만큼 ∼한/하게’
05 『배수사＋비교급＋than』: ‘…의 몇 배로 ~한/하게’

3 우리 엄마가 안 계시던 동안에 할머니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4 그 파티가 끝난 후에 Clara는 내가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기 전에 이를 닦을 것을 기억해라.
5 나는 Alex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

Abby는 여덟 살 때까지 런던에 살았다.

06 비교급 강조: much/even/still/a lot/far＋비교급＋than

나는 영화가 끝난 후 집으로 곧장 갈 것이다.

07 『not as[so]＋원급＋as』: ‘…만큼 ~하지는 않은/않게’
어휘

light 형 밝은; *가벼운

08 ② Sally는 160cm로 167cm인 Nick보다 키가 작다.
09 •『as＋부사의 원급＋as』: ‘…만큼 ∼하게’

Speed Check
1① 2③

		•much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한다.
10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1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신 현
재시제를 씀

		•crowded는 앞에 more를 붙여 비교급을 만든다.
11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2 before: ‘…하기 전에’

12 『Which[Who] ... 비교급, A or B?』: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이[누
가] 더 …한가?’
13 『배수사＋as＋원급＋as』: ‘…의 몇 배로 ~한/하게’ (= 『배수사
＋비교급＋than』)
14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어휘

lively 형 활기 있는

15 (1) 『형용사의 비교급＋than』: ‘…보다 더 ∼한’
		(2) 『as＋형용사의 원급＋as』: ‘…만큼 ∼한’

Practice Test
A	1 before 2 until 3 After 4 As 5 graduates
B	1 when 2 before 3 After 4 until
C	
1 While I was playing the piano
2 until[till] the sugar melts

16 『배수사＋as＋원급＋as』 = 『배수사＋비교급＋than』

3 Before the winter comes

17 1) 『the＋최상급＋of＋비교의 대상이 되는 명사』: ‘… 중에서 가장

4 when his mother died

…한/하게’

5 after the concert starts

		2) 『비교급＋than』
		3) 『as＋원급＋as』
18 ⑤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funniest → the funniest
어휘

talented 형 유능한, 재능있는

19 ⑤ 『the＋비교급, the＋비교급』 the most → the more
어휘

curly 형 곱슬머리의 straight 형 (휘지 않고) 곧은

A
1 before: ‘…하기 전에’

2 until[till]: ‘…할 때까지’

3 after: ‘…한 후에’

4 as: ‘(동시에) …할 때’, ‘…하면서’

5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신 현
재시제를 씀

20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21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22 『one of the＋최상급＋복수명사』: ‘가장 …한 것[사람]들 중 하나’

B

23 『not as[so]＋형용사의 원급＋as』: ‘…만큼 ~하지는 않은’

1 when: ‘…할 때’

2 before: ‘…하기 전에’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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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한 후에’

4 until: ‘…할 때까지’

A
1 because＋주어＋동사 / because of＋(동)명사(구)

C

2, 5 since/as: ‘… 때문에’

1 while: ‘…하는 동안에’

2 until[till]: ‘…할 때까지’

3 so: ‘그래서’

3 before: ‘…하기 전에’

4 when: ‘…할 때’

4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5 after: ‘…한 후에’
2-3, 5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

B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신 현재시제를 씀

1 because[as/since]: ‘… 때문에’ (이유)
2 so: ‘그래서’ (결과)

Unit

2 because, as, since, so, so ... that
pp.98 - 99

A
1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서로를 안다.

C
1 『because of＋(동)명사(구)』: ‘… 때문에’
2 『because[as/since]＋주어＋동사』: ‘… 때문에’
3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4 so: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나는 사이판에 다시 방문했다.

Grammar
비가 심하게 왔기 때문에 나는 어제 집에 머물렀다.
폭우 때문에 나는 어제 집에 머물렀다.
2 그 다큐멘터리가 지루했기 때문에 Jay는 그것을 보는 것을 중단했다.

Unit

3 if, unless, although[though], that
pp.100 - 101

Lauren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없었다.
3 네가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걱정했다.
나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로 결정했다.

A
1 만약 네가 성공한 가수가 되고 싶다면, 노래 연습을 많이 해라.
만약 내가 소포를 지금 보내면 그가 내일 그것을 받을 것이다.
2 만약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네 비행기를 놓칠 것이다.

B
1 Tom은 배가 고파서 몇 분 전에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다.

Julia는 피곤해서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있었다.

	네가 만약 그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우리를 초대하면 우리는 그의 파티에 갈 것이다.

2 그 소설이 매우 인상 깊어서 나는 그것을 두 번 읽었다.
	그의 여자친구가 그를 향해 매우 환하게 미소 지어서 그는 기분이 좋
아졌다.

B
비록 그들은 부유하지 않지만 그들은 노숙자들을 돕는다.

Speed Check

비록 Sally는 겨우 여덟 살이지만 그녀는 역사에 대해 많이 안다.

1③2②
1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 ‘… 때문에’

어휘

extra 형 추가의

2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그래서’

C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은 행운이다.
그들은 외계인이 실재한다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Practice Test

Speed Check
1③2①3③

A	1 because 2 since 3 so 4 so 5 As
B	1 because[as/since], so, that 2 so, so, that
C	
1 because of her headache
2 Because[As/Since] I didn’t know him
3 so kind that

1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씀
2 unless: ‘…하지 않으면’ (= if ... not)

어휘

good at …을 잘하는

3 although[though]: ‘비록 …지만’

4 so I couldn’t wake u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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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Test

1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A	1 Although 2 If 3 Unless 4 that

2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B	1 Unless, stop 2 if, don’t tell

3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어휘

gas station 주유소

C	
1 am not → am 또는 Unless → If
2 will miss → misses
3 If → Although[Though] 4 unless → that
D 1 Although[Though] she is young

Practice Test

2 Unless you study hard

A	1 or 2 or 3 and 4 Both

3 If you are tired

B	1 and 2 If, don’t, Unless 3 not only, but also
4 Both, and

4 If you don’t make a reservation

C	
1 Be careful, or

A

2 either the rice noodles or the pasta

1 although[though]: ‘비록 …지만’

3 Push this red button, and

2 if: ‘만약 …라면’

4 neither in the restroom nor in her room

3 unless: ‘…하지 않으면’
4 진주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A
1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B

2 either A or B: ‘A와 B 중 하나’

unless = if ... not

3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4 both A and B: ‘A와 B 둘 다’

C
1 unless는 if ... no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며 부정의 의미를 포함함
2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씀
3 문맥상 ‘비록 Joe가 사과했지만’이 되어야 하므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though]를 씀
4 동사 hear의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씀

B
1 『명령문＋and ~』 = 『If ..., 주어＋will ~.』
2 『명령문＋or ~』 = 『If ... not/Unless , 주어＋will ~.』
3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 B as well as A)
4 both A and B: ‘A와 B 둘 다’

C
4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Unit

4 명령문＋and/or,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pp.102 - 103

Review Test

pp.104 - 106

A

01 ⑤

1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해돋이를 볼 것이다.

because 06 is she, is that she 07 ③ 08 ③ 09 not

2 네 과제물을 제시간에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0점을 받을 것

only a handbag but also a hat 10 ③ 11 ① 12 While

이다.

B

02 ③

13 Since
18 ④

03 ④

14 It, that

04 very, so

15 ②

16 If, unless

19 1) After 2) both, and

22 Read this article, and

1 Emily와 Kevin 둘 다 그들의 반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⑤

2 너와 네 오빠 중 하나가 거실을 청소해야 한다.

snowstorm

05 because of,

20 ③, ④

17 ⑤
21 ③,

23 because of the

3 우리 할머니는 프랑스어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4 그 책은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었다.

01 although: ‘비록 …지만’
어휘

Speed Check
1①2②3③

chemistry 명 화학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02 before: ‘…하기 전에’

어휘

do warm-up exercise 준비운동을 하다

03 unless: ‘…하지 않으면’
어휘

pill 명 알약, 정제 have a fever 열이 있[나]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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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어휘

23 because of＋(동)명사(구)

horror movie 공포 영화

어휘

delay 동 지연시키다 snowstorm 명 눈보라

05 『because of＋(동)명사(구)』 / 『because＋주어＋동사』
06 is 뒤에 보어가 필요하고 주어와 동사가 있으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쓴다.

어휘

bite 동 물(어뜯)다 nail 명 손톱

07 At that time으로 보아 ‘…하는 동안에’라는 뜻의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어휘

give a speech 연설하다 shake 동 흔들(리)다

CHAPTER 11

08 ⓐ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though]: ‘비록 …지만’
		ⓑ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만약 …라면’

관계사

09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 B as well as A)
10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 ‘그래서’
어휘feel

like v-ing …하고 싶다

Unit

11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either A or B: ‘A와 B 중 하나’
어휘

opportunity 명 기회 regret 동 후회하다

12 while: ‘…하는 동안에’
어휘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do laundry 빨래하다

13 since: ‘… 때문에’

어휘

interest 명 관심, 흥미 close 형 가까운

14 he got up early today가 주어가 되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that절이 진주어로 쓰이면 문장 앞에 가주어 it을
쓴다.
15 ② 문맥상 ‘…할 때’의 뜻인 접속사 When/As나 ‘… 때문에’의 뜻인
접속사 Because[As/Since]가 알맞다. 나머지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Though]가 알맞다.
어휘

fall out of …로부터 떨어지다 voice 명 목소리

16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 『If ... not/

Unless , 주어＋will~.』)
17 ⑤의 as는 ‘(동시에) …할 때’의 뜻이고, 나머지는 ‘… 때문에’의 뜻이
다.

어휘

bracelet 명 팔찌 in a hurry 서둘러

18 ④ 문맥상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Because[As/Since]를 쓴다.
		 Although → Because[As/Since]
어휘

19 1) after: ‘…한 후에’ 2) both A and B: ‘A와 B 둘 다’
record 동 녹음하다

20 ③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
신 현재시제를 쓴다. will come → comes
		④ unless(‘…하지 않으면’)는 부정의 뜻을 포함한다.
		 Unless → If 또는 need → don’t need
어휘

pp.108 - 109

A
나는 한 소녀를 안다. ＋ 그녀는 노래를 잘한다.
→ 나는 노래를 잘하는 한 소녀를 안다.
1 나는 신선한 채소가 있는 한 식료품점을 발견했다.
(← 나는 한 식료품점을 발견했다. ＋ 그것은 신선한 채소를 갖고 있다.)
2 John은 직업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인 한 여자를 만났다.
	(← John은 한 여자를 만났다. ＋ 그녀의 직업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
이다.)
3 Wendy는 그녀가 파티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기억한다.
	(← Wendy는 그 남자를 기억한다. ＋ 그녀는 그를 파티에서 만났
다.)

Ian이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 Ian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 그는/그녀는 오지 않았다.)

Grammar
나는 누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지 안다.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한 남자를 안다.

lecture 명 강의 exhausted 형 지친 match 명 경기
cancel 동 취소하다

어휘

1 관계대명사의 용법

Speed Check
1①2③
1 선행사가 사람(an aunt)이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
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2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hair)의 소유격 역할을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어휘

blond 형 금발인

passport 명 여권 lend 동 빌려주다

21 ③ neither A nor B(‘A도 B도 아닌’)는 부정의 뜻을 포함한다.
		 can’t go → can go
		⑤ so＋형용사/부사＋that: ‘매우 …해서 ~하다’ as → that
어휘

skip 동 건너뛰다

22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어휘

Practice Test
A	1 whose 2 whom 3 which 4 who 5 that
B	1 which[that] was written

article 명 기사 situation 명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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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heck

2 who(m)[that] I haven’t seen

1④2④3⑤

3 whose job is buying clothes
4 who[that] was on TV

1 동물이 선행사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선행사의 종류에 관
계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을 씀

C	
1 who(m)[that] Cathy loves 2 whose screen
3 which[that] is cute 4 who[that] are late for

2 선행사가 서수(the first)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3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씀

A
1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dream)의 소유격 역
할을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2 선행사가 사람(The pianist)이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목
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3 선행사가 사물(the jacket)이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
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Practice Test
A	1 that 2 that 3 that 4 What 5 that
B	1 what 2 that 3 what 4 that 5 What 6 that

4 선행사가 사람(the man)이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C	
1 What Sally made for me 2 that I wore

역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3 that are sleeping 4 what you can do

5 선행사가 사물(a new sports car)이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

5 that I can borrow

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

A

B
1 선행사가 사물(a novel)인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
2 선행사가 사람(an old friend)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that]
3 선행사가 사람(a younger brother)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job)의 소유격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4 선행사가 사람(A woman)인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

1 선행사가 사물(The park)인 주격 관계대명사 that
2 선행사가 -thing일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3 선행사가 the only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4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씀
5 선행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B

C
1 선행사가 사람(The man)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that]
2 선행사가 사물(a TV)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screen)의
소유격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3 선행사가 사물(a teddy bear)인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
4 선행사가 사람(people)인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

1, 3, 5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씀
2 선행사가 서수(the first)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4 선행사가 the last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6 선행사가 -thing일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C
1 주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2 선행사가 the same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Unit

3 선행사가 『사람＋동물』인 경우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2 관계대명사 that, what

4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pp.110 - 111

5 선행사가 any의 수식을 받을 때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씀

1 1) 그 소년은 탁자 위에 있는 그 연필을 떨어뜨렸다.
			 Hanna가 이야기 중인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2) 그 영화는 바다 위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과 한 호랑이에 관한 것이
다.
			 Gloria는 모든 답을 아는 유일한 학생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네게 줄 것이다.
2 1) 네가 믿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네 생일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해봐.
			 이것이 내가 오디션에서 부른 것이다.
2) 그가 찾아낸 것이 세상을 바꿨다.

Unit

3 관계대명사의 생략
pp.112 - 113

1 1) 그것은 우리 딸이 쓴 편지이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교수님은 열정적이다.
2) 이것은 그가 사는 아파트이다.
2 벽에 기대어 있는 그 소녀는 우리 누나이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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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heck

4 이것이 내 친구가 그의 강아지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 이것이 그 방법이다. ＋ 내 친구가 그 방법으로 그의 강아지를 훈

1③2③3④

련한다.)
1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 가능
2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 가능
3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 생략 가능

Speed Check
1③2②
1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the reason)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y
2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the place)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

Practice Test
A	1 that 2 x 3 which are 4 which 5 x

Practice Test

B	1 the
 violinist (who(m)[that]) you
그녀가 네가 어젯밤에 말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니?

A	1 where 2 why 3 when 4 the way

2 the
 baby (who[that] is) sleeping

B	1 when 2 why 3 how 4 where

네 방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는 누구니?

C	
1 the day when she moved

3 the
 movie (which[that]) you
네가 어제 본 그 영화에 관해 내게 말해 줘.

2 the way he prepared for

4 the
 book (which[that] is[was]) written

3 The mall where I bought
4 the reason why they hate

너는 일본어로 쓰인 그 책을 읽을 수 있니?

C	
1 (that) Tom is interested in

A

2 (who(m)[that]) I met

1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a space)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

3 (which[that] is) sitting

2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the reason)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y
3 때를 나타내는 명사(the day)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n

A
1, 4 동사/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
2 『전치사＋관계대명사』 어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
3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는 생략 가능

4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음

B
1 선행사(the day)가 때를 나타내므로 on which는 when으로 바꿀

5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

수 있음
2 선행사(the reason)가 이유를 나타내므로 for which는 why로 바
꿀 수 있음
3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how[the way]

Unit

4 선행사(the bakery)가 장소를 나타내므로 in which는 where로 바

4 관계부사

꿀 수 있음
pp.114 - 115

A

C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 나는 그때 Jake를 처음 만났다.

1 때를 나타내는 명사(the da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n

→ 나는 내가 처음으로 Jack을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2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how[the way]
3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The mall)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

Grammar

4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the reason)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y

너는 Jessie가 화가 난 이유를 아니?
1 6월 5일은 Sue가 뉴욕에 도착한 날이다.
(← 6월 5일은 그 날이다. ＋ Sue는 그 날 뉴욕에 도착했다.)
2 이곳은 많은 사람이 유령을 본 마을이다.
(← 이곳이 그 마을이다. ＋ 많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유령을 봤다.)
3 나는 그녀가 내게 소리친 이유를 모른다.

Review Test
01 ①

02 ③

03 ①

how, how[the way]

pp.116 - 118

04 which, what
06 where

05 the way

07 why

09 ④ 10 ④ 11 who[that] is making soup

08 ②

12 where

(←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 그녀는 그 이유로 내게 소리쳤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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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a plays tennis

13 ④

14 2012 was the year

when I graduated from university.

15 He is the well-

지시형용사, ③과 ⑤는 접속사이다.
어휘

character 명 성격; *등장인물 insect 명 곤충 magazine 명 잡지

17 ③은 문맥상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the way] 또는 이유를

known photographer who(m)[that] I interviewed last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가 자연스럽다. 나머지는 선행사가 없으므

week.

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What]을 쓴다.

16 ④

17 ③

21 what you have

18 ②

19 ②, ③

22 that are running

20 ①, ②
23 the day

when I have to go 24 the reason for which
01 선행사가 사람(the people)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
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를 쓴다.
02 선행사가 사물(the book)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
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을 쓴다.

어휘

title 명 제목, 표제

03 The woman과 w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that]이
생략되었다.
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05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
어휘

explain 동 설명하다

06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the hotel)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
를 쓴다.
07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the reason)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y
를 쓴다.

어휘

flexible 형 신축성 있는; *유연한

08 ⓐ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
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 문맥상 ‘고구마 피자를 만드는 법’이 자연스러우므로 방법을 나타
내는 관계부사 how[the way]를 쓴다.
어휘

recommend 동 추천하다

09 ⓐ 때를 나타내는 명사(the time)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n
을 쓴다.

mean to say (자신이 하는 말을 강조하여) 정말로 말하다
decorate 동 장식하다

18 ②의 who는 의문사이고, 나머지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어휘

poem 명 (한 편의) 시 act 동 행동하다; *연기하다

19 ② 선행사가 서수(the first)의 수식을 받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what → (that)
		③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
		in that → where[in which] 또는 문장 전체 → This is the

place (which[that]) Sarah was born in.
어휘

04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명

는다.

어휘

play 명 놀이; *연극 sleeve 명 소매

20 ①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rules)의 소유격
역할을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
		 that → whose
		② 선행사가 no의 수식을 받으므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which → that
어휘

rule 명 규칙 rely on …에 의존하다[의지하다]
remote control 리모컨 look for …을 찾다

21 ‘…한 것’의 뜻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며, 동사 show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22 선행사가 『사람＋동물』인 the boy and the dog이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을 쓴다.
23 때를 나타내는 명사(the day)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쓴다.

어휘

repair shop 수리점

24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the reason)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y
를 쓴다. 관계부사 why는 『전치사＋관계대명사』인 for which로 바

		ⓐ 선행사가 사물(a film)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

꿔 쓸 수 있다.

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를 쓴다.
어휘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film 명 영화

10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
명사＋be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나 ④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어휘

leather 명 가죽 leadership skills 통솔력, 리더십 기술

11 선행사가 사람(The man)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CHAPTER 12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를 쓴다.
12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the court)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
를 쓴다.

어휘

가정법

court 명 (테니스 등을 하는) 코트

13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roof/parents)의 소
유격 역할을 하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
14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명사(the year)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쓴다.

Unit

1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완료
pp.120 - 121

15 선행사가 사람(photographer)이고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
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that]을 쓴다.
어휘

well-known 형 유명한 photographer 명 사진작가
interview 동 면접하다; *인터뷰하다

16 보기와 ④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며 ①은 지시대명사, ②는

1 만약 내게 샌드위치가 두 개 있다면, 너에게 하나를 줄 수 있을 텐데.
	(→ 내가 샌드위치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너에게 하나를 줄 수
없다.)
만약 내가 마술사라면,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텐데.
(→ 마술사가 아니라서 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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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그 영화가 지겹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화관을 떠나지 않았을 텐

D

데.

1 가정법 과거

(→ 그 영화가 지겨워서, 나는 영화관을 떠났다.)

2-3 가정법 과거완료

	만약 내게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파티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 내게 스마트폰이 없어서, 나는 파티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Grammar

Unit

Lucy가 집에 있으면, 나는 그녀를 방문할 것이다.
만약 Lucy가 집에 있다면, 나는 그녀를 방문할 텐데.

2 I wish＋가정법, as if＋가정법
pp.122 - 123

A
1 내게 스마트 시계가 있다면 좋을 텐데.

Speed Check
1④2⑤3⑤

(→ 내게 스마트 시계가 없어서 유감이다.)
2 내가 내 스마트 시계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 내가 내 스마트 시계를 잃어버려서 유감이다.)

1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
2-3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If＋
주어＋had v-ed, 주어＋would[could/might] have v-ed』

B
1 그는 마치 행복한 것처럼 행동한다. (→ 사실,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쓴다.)
2 그녀는 마치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말한다.

Practice Test

(→ 사실,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았다.)

A	1 had 2 would 3 had done

(→ 사실, 그는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다.)

B	1 were not, could play
2 had not lied, would have trusted
3 had been careful, wouldn’t have happened
C	
1 would 2 could have slept 3 were 4 had worn
D	1 I were you, I would accept
2 I had been, wouldn’t have made
3 If I had used, could have arrived

그는 마치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Grammar
그는 그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말한다.
그는 마치 그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말한다.

Speed Check
1④2③
1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표현하므로 『I wish＋가정법 과거완

A

료』: 『I wish (that)＋주어＋had v-ed』

1-2 가정법 과거: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could/might]＋동사원형』

2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므로 『as if＋가정법 과거』: 『as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3 가정법 과거완료: 『If＋주어＋had v-ed, 주어＋would[could/

might] have v-ed』

Practice Test

B
1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
2-3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A	1 would stop 2 were 3 hadn’t shouted
4 had happened
B	1 don’t → didn’t 2 is → were 3 haven’t → hadn’t

C
1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
2, 4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3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

4 didn’t break → hadn’t broken
C	
1 wish he had 2 as if[though] she didn’t need
3 I wish I hadn’t told
4 as if[though] she had finishe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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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 과거: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주어＋would

A

[could/might]＋동사원형』

1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 『I

wish (that)＋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09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를

2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므로 『as if＋가정법 과거』: 『as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쓴다.
10 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

3 last night으로 보아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I wish (that)＋주어＋had v-ed』
4 yesterday로 보아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므로 『as

if＋가정법 과거완료』: 『as if＋주어＋had v-ed』

다. get up → have gotten up
11 ④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12 ④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
다.
13 ④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have bought → had bought

B

어휘

1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가정법 과거』
2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as if＋가정법 과거』
3 이루지 못한 과거의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4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as if＋가정법 과거완료』

stylish 형 유행을 따른 attend 동 참석하다

14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로
바꿔 쓴다.

어휘

go for a drive 드라이브하러 가다 vote 동 투표하다

15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완
료』로 바꿔 쓴다.
16 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

C

다. finished → had finished

1 『I wish＋가정법 과거』

17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표현하므로 『I wish＋가정법 과거』를

2 『as if[though]＋가정법 과거』

쓴다.

3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18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4 『as if[though]＋가정법 과거완료』

어휘

fine dust 미세먼지

19 ⓑ 가정법 과거 또는 단순 조건문

will tell → would tell 또는 knew → knows

Review Test
01 ③

02 ⑤

03 ⑤

would have given
2) were

10 ⑤

19 years old
17 I were

pp.124 - 126

04 is, were

06 ④

11 ④

07 ④

12 ④

08 ①

13 ④

09 1) had

14 I were over

15 I had gotten a flight ticket

18 weren’t, would go

found a wallet

05 would give,

19 ③

16 ⑤

20 If you

21 as if[though] he had lost

22 had

been born, wouldn’t have studied

		ⓔ 『as if＋가정법 과거/과거완료』

enjoys → enjoyed/had enjoyed
어휘

donate 동 기부하다

20 현재/미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를
쓴다.
21 ‘마치 …였던 것처럼’의 뜻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
하므로 『as if[though]＋가정법 과거완료』: 『as if[though]＋주
어＋had v-ed』
22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01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의 be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02 yesterday로 보아 이루지 못한 과거의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I wish (that)＋주어＋had v-ed』
어휘

CHAPTER 13

win a prize 상을 타다

03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

일치와 화법

『If＋주어＋had v-ed, 주어＋would[could/might] have v-ed』
어휘

make money 돈을 벌다

04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as if＋가정법 과거』: 『as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어휘

criminal 명 범죄자

05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Unit

1 시제의 일치
pp.128 - 129

06 현재의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므로 『I wish＋가정법 과거』:
『I wish (that)＋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1 1) 나는 그녀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생각한다.

07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as if＋가정법 과거』를 쓴다.

			 나는 그녀가 오늘 아침에 배가 고팠다고 생각한다.

08 •『as if＋가정법 과거』: 『as if＋주어＋were/동사의 과거형』

			 나는 그녀가 6시쯤 배가 고플 거라고 생각한다.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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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그가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4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시제를 씀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Jake는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2 1) 모든 사람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안다.
			 나의 선생님은 내게 쥐구멍에도 볕 들 날 있다고 말씀하셨다.
2) Sonia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다고 배웠다.

Unit

			 Jason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모른다.
3) Jim은 그가 항상 스쿨 버스로 통학한다고 말했다.

2 화법
pp.130 - 131

1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아.”라

			 나는 Martha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태권도 수업에 가는 것을 몰랐다.

고 말했다.
→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는

Speed Check
1③2②3②
1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완료를 씀. ‘먹은
것’이 ‘말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다고 말했다.
2 1) Paul은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라고 물었다.
			 → Paul은 그녀에게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는 “누가 펜을 가지고 있어?”라고 물었다.
→ 그는 누가 펜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2 종속절이 과학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시제를 씀
어휘

discover 동 발견하다

		2) Michelle은 나에게 “너는 여행 책자를 가지고 있니?”라고 물었
다.

3 종속절이 역사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시제를 씀

			 → Michelle은 나에게 내가 여행 책자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Dan은 전화로 “나는 오늘 여기에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 Dan은 전화로 그가 그날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Practice Test
A	1 would 2 is 3 is 4 began 5 travels
B	1 Paul could get a perfect score on the test
2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3 I had worn her skirt
4 lemons have a lot of vitamin C

Speed Check
if[whether] I had had lunch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if[whether]
＋주어＋동사』. 시제 일치의 원칙에 따라 if[whether]절의 시제를 과거
완료로 바꿈.

C	
1 she had left 2 water boils 3 gets up
4 the Korean War began

Practice Test

A
1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씀

A	1 told 2 whether 3 I had bought 4 who came

2-3, 5 종속절이 변하지 않는 사실/격언/과학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

B	1 told, she, was 2 said, she, that day

와 관계없이 현재시제를 씀

3 was, his 4 if[whether], could

4 종속절이 역사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시제를 씀

5 asked, I wanted
C	
1 he would eat out with Lily the next day

B
1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씀

2 she had to buy some fruit at the store

2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시제를 씀

3 if[whether] I was ready to order

3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종속절의 과거시제는 과거완료로 바꿈

4 where I was going

4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시제를 씀

5 how long she had been in Beijing

C
1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완료를 씀. ‘그녀가
떠난 것’이 ‘Jake가 안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완료.
2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시제를 씀
3 현재에도 지속되는 습관일 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도 현재시제를 쓸
수 있음

A
1 목적어 me가 있으므로 전달동사는 tell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간접화법으로 전환 시 접속사 if[whether]
를씀
3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의문사＋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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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환 시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ask(＋목적어)＋의문사＋동사』의 어순으로 씀

시제 일치의 원칙에 의해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형을 쓴다.
12 ⓐ 뒤에 목적어 me가 있으므로 전달동사는 told를 쓴다.
		ⓑ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시제 일치의 원칙에 의해 종속절의 조

B

동사는 과거형을 쓴다.

간접화법 전환 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사(구)를 알맞게 바꾸고,
동사는 시제 일치의 원칙에 맞춰 바꿈

13 1)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므로 접속사 if[whether]를 쓰고 종속절
의 인칭대명사와 시제, 어순을 바꾼다.

1-3 평서문의 간접화법 전환: 『say[tell＋목적어](＋that)＋주어＋동사』
4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

		2) 평서문이므로 종속절의 인칭대명사와 시제를 바꾼다.
follow 동 따르다 advice 명 충고, 조언 opera house 오페라 극장

어휘

if[whether]＋주어＋동사』

14 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종속절의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꾼

5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의문사＋
주어＋동사』

다. will → would
		④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과거시제를 쓴다.

had arrived → arrived
succeed 동 성공하다 freeze 동 얼다

어휘

Review Test
01 ③

02 ①

05 if, (that)

03 ③

pp.132 - 134

04 had been born, was born

06 was, is

07 ②

10 I have a bad stomachache

11 ④

08 ①
12 ⑤

09 ④
13 1) if

[whether] I wanted to eat dinner with her 2) he had
been to the opera house
⑤

17 ⑤

14 ①, ④ 15 ①, ③

18 he hadn’t cleaned his room

I hadn’t handed in my report

16 ②,
19 why

20 if[whether] I was

15 ① ‘진 것’이 ‘말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종속절에는 과거완
료를 쓴다. has last → had lost
		③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주어＋동사』의 어순을 쓴다.
		 what did I think → what I thought
16 ② 간접화법 전환 시 부사 yesterday는 the day before로 바꾼다.
		⑤ 간접화법 전환 시 인칭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 바꾼다.

for you → for me
17 ⑤ 주절의 시제에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시제로 쓰므로
고치지 않는다.
18-20 간접화법 전환 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사(구)를 알맞게

studying English literature in college

바꾸고, 동사는 시제 일치의 원칙에 맞춰 바꾼다.
18 평서문의 간접화법 전환: 『say[tell＋목적어](＋that)＋주어＋동사』

01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 또는 과거완료를 쓴다.
어휘

make a mistake 실수하다 serious 형 심각한

02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속담은 항상 현재시제를 쓴다.
어휘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 백문이 불여일견) worth 형 …의 가치가 있는

19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의문사＋
주어＋동사』

어휘

hand in 제출하다

20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

if[whether]＋주어＋동사』
어휘

English literature 영미 문학 college 명 대학

03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목적어)＋if[whether]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어휘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04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시제를 쓴다.
05 문맥상 종속절이 평서문이므로 접속사 that을 쓰며 that은 생략 가
능하다.
06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시제를 쓴다.
07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간접화법으로 전환 시 『ask(＋목적어)＋의

Actual Test 1

pp.135 - 137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sadly, sad 06 shocking,
shocked 07 Because it was very cold yesterday, Jason

문사＋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쓰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시

didn’t go out. [Jason didn’t go out because it was very

제 일치의 원칙에 따라 종속절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꾼다.

cold yesterday.] 08 ② 09 I have many books to read.

08-09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종속절을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고,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에 맞춰 바꾼다.
	평서문의 간접화법 전환: 『say[tell＋목적어](＋that)＋주어＋
동사』
10 Nicole의 마지막 말 she had a bad stomachache를 직접화법
에 맞게 인칭대명사와 시제를 바꾼다.
어휘

be absent from …에 결석하다

stomachache 명 복통

11 ⓐ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시 전달동사는 ask를 쓴다.
		ⓑ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간접화법으로 전환 시 『ask(＋목적어)＋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으로 쓰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10 ③

11 ⑤

12 too, to

13 so, that

14 or

15 ②

16 ④ 17 ② 18 was written by 19 What I want to eat
20 before your mom comes back 21 ③ 22 ① 23 ②
24 ②

25 1) whose name is Christina 2) which[that]

he bought last year 3) who(m)[that] he met at the
party
01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어)
02 one ... the other ~: ‘(둘 중의) 하나는 …, 다른 하나는 ~’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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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식하는 명사(garden)의 소유격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04 a long time ago로 보아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as if＋가

15 to call 16 had 17 ④ 18 ④ 19 ① 20 ④ 21 ③
22 to

23 for

24 must be helped

25 Each student

has a chance to speak 26 1) told me (that) she would

정법 과거완료』를 쓴다.
05 『feel＋형용사』: ‘…하게 느끼다’

go to the dentist that day 2) asked me if[whether]

06 주어가 감정을 느끼므로 주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I knew the answer 3) asked Amy what the math

07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 때문에’

homework was

08 분사구문 만드는 법: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접
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v-ing)로 바꾼다. 또한 부

01 『명령문＋and ~』: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사절이 부정문이므로 not/never v-ing로 나타낸다.

02 last April이 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n을 쓴다.

09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03 『the＋비교급, the＋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하다’

10 비교급 강조: 『much/even/far/still/a lot＋비교급＋than』
11 사역동사로 쓰인 make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12 『so＋형용사/부사＋that＋주어＋can’t[cannot]』 → 『too＋형용
사/부사＋to-v』

어휘

sweat 동 땀을 흘리다

04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며 능동·진행(‘청소하고 있는’)을 나타내므로
현재분사를 쓴다.
05 주어로 쓰인 명사절을 이끌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13 『형용사/부사＋enough to-v』 → 『so＋형용사/부사＋that＋주어＋

can』

‘…한 것’의 뜻인 what을 쓴다.
06 ②의 to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 결과를 나타내며, 나머지는 모두

14 if ... not은 『명령문＋or ~』로 바꿔 쓸 수 있다.

목적을 나타낸다.

15 과거시제이므로 have to의 과거형 had to를 쓴다.

07 『-thing/-one/-body로 끝나는 대명사＋형용사＋to-v』

16 『비교급＋and＋비교급』: ‘점점 더 …한/하게’

08 ⑤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함께 쓰지 않는다.

17 ②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쓴다.

		 the way how → how[the way]

to swim → swimming

09 ④ 『감각동사＋형용사』 bitterly → bitter

18 수동태: 『be동사＋과거분사(v-ed)＋by＋행위자』

10 ⑤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비교급은 『more+형용사』의 형태이다.

19 선행사를 포함하여 ‘…한 것’의 뜻을 나타내고 명사절(주어)을 이끄
는 관계대명사 what

much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much beautiful → (much) more beautiful

20 before: ‘…하기 전에’

11 want는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미래시제 대신

12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of＋목적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람

현재시제를 쓴다.

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로 올 때이다.

21 ③은 현재진행형 문장에 쓰인 현재분사이고, 나머지는 동명사이다.

13 how to-v: ‘…하는 방법’, ‘어떻게 …할지’

22 ① 『as＋형용사/부사의 원급＋as』: ‘… 만큼 ~한/하게’

14 remember v-ing: ‘(과거에) …한 것을 기억하다’

『형용사/부사의 비교급＋than』: ‘…보다 더 ~한/하게’

15 forget to-v: ‘(미래에) …할 것을 잊다’

		 as stronger as → as strong as 또는 stronger than

16 •had to: have to(‘…해야 한다’)의 과거형

23 ② 명백하게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말인 ago는 현재완료와 함께 쓰

		•『had better＋동사원형』: ‘…하는 게 좋겠다’

지 않는다. have had → had

17 have gone to: ‘…에 가고 (지금 여기에) 없다’

24 ②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간접화법 전환 시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쓴다.

18 가정법 과거완료: 『If＋주어＋had v-ed, 주어＋would[could/

might] have v-ed』

25 1) 관계사절 내에서 수식하는 명사(name)의 소유격 역할을 하는 소
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쓴다.

19 ⓐ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 be made of: ‘…로 만들어지다’ (원형이 남음)

		2)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사물(a digital camera)을 선
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를 쓴다.

20 ⓐ 종속절이 과학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시제를
쓴다.

		3)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목적
격 관계대명사 who(m)[that]을 쓴다.

		ⓑ 종속절이 역사적 사실일 때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과거시제를
쓴다.
21 ③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22 수여동사로 쓰인 give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

Actual Test 2

pp.138 - 140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②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how to

14 meeting

어 앞에 전치사 to를 쓴다.
23 수여동사로 쓰인 buy는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목적
어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24 조동사의 수동태: 『조동사＋be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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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government 명 정부

25 『each＋단수명사＋단수동사』
		 to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26 1) 평서문의 간접화법 전환: 『say[tell＋목적어](＋that)＋주어＋동
사』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

if[whether]＋주어+동사』
		3)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목적어)＋의문
사＋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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