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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원

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01	 유의어	관계

	 |	해석	|	매일의	:	매일의	=	마지막의	:	마지막의

02	 「동사원형	:	과거형〔과거분사형〕」의	관계

	 |	해석	|	떠나다	:	떠났다〔떠난〕	=	잡다	:	잡았다〔잡힌〕

03	 반의어	관계	 |	해석	|	합격하다	:	실패하다	=	이른	:	늦은

04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훈련	받은	대규모로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	army	(군대)

05	 무언가를	보존하기	위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유지된:	frozen	

(냉각된)

06	 먼저	녹음〔녹화〕되어	나중에	방송되는	것이	아닌,	사건이	실

제로	일어나는	동안	보내지는:	live	(생방송의)

07	 be	good	at:	~을	잘하다	

08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	on	time:	정각에	

	 |	해석	|	•나는	나의	언니와	함께	여행을	갈	것이다.	•그	기차는	정

각에	부산에서	출발했다.

09	 climb	over:	~	위를	타고	넘다	/	stay	on:	계속	하다,	계속	남

아	있다	 |	해석	|	•너는	벽을	타고	넘을	수	있니?	•다른	선수들

은	그녀에게	팀에	계속	남아	있으라고	충고했다.

10	 ⑤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cf.	take	place:	개최되다,	열

리다)

11	 ①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	해석	|	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구나!	②	Jane은	그	경기

에서	선두를	지켰다.	③	그녀의	몸은	열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④	그	

얼음은	무게	때문에	갈라졌다.	⑤	나는	스포츠	뉴스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들만	시청했다.	

01	daily						02	catch						03	pass						04	army						05	frozen						06	

live						07	am	good	at						08	on						09	③						10	⑤						11	①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❶ 관심 있는 것 말하기 Check Up | p. 6
1		interested in								2	interest								3	 ②

❷ 빈도 묻고 답하기 Check Up | p. 7

 1	often								2	How many times do you go on a trip a year?		 						

3	once a week								4	③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❶ 지각동사 Check Up | p. 10
 1	(1) turning (2) run							2	(1) drop〔dropping〕 (2) walk〔walking〕	

3	Did	you	hear	someone	scream?							4	④

❷ tell / want / ask + 목적어 + to부정사  Check Up | p. 11

1	to							2	(1) to go (2) to study							3	stopping / to stop						

4	(1) not to sit (2) to come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see가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이면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둘	다를	쓴다.	이때	주로	일시적인	동작

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에는	

동사원형을,	반복되는	동작을	묘사하거나	어떤	상황이	진행

되는	도중에	잠깐	보는	경우에는	현재분사를	쓴다.

	 		|	해석	|	나는	나의	오빠가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02	 allow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나의	엄마는	내가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

셨다.

03	 tell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써서	‘~에게	

…하라고	말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해석	|	그녀는	그들에게	일찍	집에	오라고	말했다.

04	 feel이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이면	동사원형이나	현

재분사를	목적격보어로	쓴다.	

05	 지각동사	see,	hear,	watch,	listen	to는	목적격보어로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으나,	ask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그들은	그들의	딸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을	①	보았다	②,	

⑤	들었다	④	지켜봤다.

06	 tell,	ask,	want,	expect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

는	동사들이고,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는	사역

동사이다.	 |	해석	|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①	말

씀하셨다	③	요청하셨다.	/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설거지하기를	④	원

하셨다	⑤	기대하셨다.

07	 「주어	+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배

열한다.		 |	해석	|	그녀는	그	남자아이가	유리잔을	깨는	것을	보았다.	

08	 첫	번째	문장은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가,	두	번째	문장은	동

사원형이	쓰였으므로	둘	다를	목적격보어로	쓸	수	있는	것은	

지각동사이다.	④	look은	감각동사로	2형식	문장에	써야	한다.

	 |	해석	|•나는	Ruth가	사과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Sam

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09	 expect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10	 ‘~가	…하기를	원하다’는	「want	+	목적어	+	to부정사」로	나

타낸다.	/	win:	이기다	

11	 ‘~가	…하는	것을	듣다’라는	의미는	「지각동사	hear	+	목적

01	④						02	⑤						03	to	come						04	shake						05	③						06	②						

07	She	saw	the	boy	break	the	glass.						08	②						09	be	/	to	be						

10	I	want	my	team	to	win						11	②						12	③						13	⑤						14	The	

captain	ordered	them	to	leave	the	ship.						15	riding						16	①,	⑤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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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②						10	④						B			1	celebrate						2	victory						3	medicine						4	

cage						5	Greek						6	snowstorm						7	lead						8	take	place						9	

how	often						10	go	on	a	trip						11	마음이	따뜻해지는						12	기억,	

회상,	흔적						13	주말						14	초기의,	이른						15	엄청난,	굉장한						16	

탁구						17	매일의,	일상적인						18	~에	참가하다						19	제때	바로,	딱	

맞춰						20	한	달에	두	번						C			1	from / to						2	got / sick / disease 						

3	left / point						4	stay on / trail						5	whole / just in time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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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iggest      ② take part in      ③ cover      ④ snowstorm      ⑤ 

terrible      ⑥ spreading      ⑦ right away      ⑧ from / to      ⑨ left 

⑩ strongest      ⑪ lead      ⑫ trail      ⑬ cracking      ⑭ just in time 

⑮ to continue      ⑯ heart-warming      ⑰ every year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01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⑤	broadcast(방송)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생방송의 ② 경주 ③ 릴레이, 계주 ④ 대회

02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의미

로	사용된	것이므로	답은	②이다.	

 | 해석 |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① 나에

게 소금을 건네주겠니? ② 나는 네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확신해. 

③ 그때 이후로 1년이 지났다. ④ 방문객들의 수가 백만을 넘었다. 

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유사 문제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들어가다’라

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므로	답은	②이다.	 | 해석 | 그 방에 들

어가기 전에 노크를 해라. ① 나는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했다. ② 그 

개는 내 뒤를 따라 나의 집에 들어왔다. ③ 종이에 당신의 이름과 주

소를 적어 넣으시오. ④ 그들은 경주에 여러 말들을 출전시켰다. 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까?

03	 emperor:	황제	/	in	memory	of:	~을	기념하여,	~을	추모	

하여

04	 take	place:	개최되다,	열리다	/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 해석 |•그 영화제는 지난 7월에 열렸다. •약 15개의 팀이 춤 경

연대회에 참가했다.

05	 ‘~에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	~으로	쓴다.	

	  유사 문제  ⓐ	동계	올림픽을	보는	데	‘관심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	경기가	‘흥미롭다’는	뜻이다.

06	 B는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들을	부르고	싶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B는 그녀의 할머니 생신 파티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부

르고 싶어 한다. 

07	 밑줄	친	ⓑ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할머니의	생신	

파티에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불러	드리고	

싶다는	B의	말에	대한	칭찬의	표현이다.

08	 B가	마지막에	수영하러	그다지	자주	가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간다고	대답했으므로	빈칸에는	④	sometimes(가끔)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너는	얼마나	자주	~하니?’라는	의미의	빈도를	묻는	질문은	

How	often	do	you	~?로	묻는다.

10	 James는	한	달에	한	번	수영하러	간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James는 한 달에 몇 번 수영하러 가는가? → 그는 

한 달에 한 번 수영하러 간다.

11	 ‘~가	…하는	것을	듣다’는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동사원

형	/	현재분사」의	어순으로	쓴다.

12	 want는	5형식	문장에서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

01 ⑤      02 ②  유사 문제   ②      03 ⑤      04 took      05 ③ 

 유사 문제   ③      06 She wants to sing her grandma’s favorite 

songs.      07 ③      08 ④      09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10 He goes swimming once a month.      11 ②      12 ③      13 ⑤      

14 He asked me to give him a ride.      15 ②  유사 문제   ①      

16 ①      17 ①, ④      18 continue / to continue      19 ③      20  ③      

21 It is about 1,800 km.      22 medicine      23 ②      24 ⑤      25 he 

made Balto his lead dog      26 ③      27 ①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어	+	동사원형/현재분사」로	나타낸다.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12	 ‘~에게	…하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to부정사」로	나

타내고,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라는	의미의	to부정사

의	부정은	「tell	+	목적어	+	not	+	to부정사」로	나타낸다.

13	 ⑤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find	

→	to	find

14	 ‘~에게	…하라고	명령하다’는	「order	+	목적어	+	to부정사」로	

나타낸다.			

15	 ‘~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다’는	「지각동사	see+목적어+현재

분사」로	나타낸다.	

16	 ①,	⑤	see와	listen	to는	지각동사이므로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①	entered	→	enter	또는	

entering	⑤	plays	→	play	또는	playing		

1 In early March every year,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2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3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4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from Anchorage 

to Nome.  5 The race can take more than two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6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7 One 

col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8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9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10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11 Because of the heavy snow,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12 

Soon, the race to Nome began.  13 Twenty-one dog teams were 

in the relay.  14 On January 27, the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15 Gunnar was the driver of the 20th 

team.  16 The strongest dog on his team was Balto, so he made 

Balto his lead dog.  17 When Gunnar and Balto finally got the 

medicine,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18 However, Balto was able to stay on the trail.  19 

When they were crossing a frozen river, Balto suddenly 

stopped.  20 Then, Gunnar saw the river ice cracking.  21 The 

whole team was saved because Balto stopped just in time.  22 

When Balto and Gunnar reached the final team, they were 

sleeping.  23 Gunnar told Balto to continue on.  24 “Here‘s the 

medicine, Doctor!” shouted Gunnar.  25 On February 2, Gunnar 

and his team finally arrived in Nome.  26 The town was 

saved.  27 This heart-warming story is now celebrated every 

year by the Iditarod Race, the biggest sled dog race in the world.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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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	해석	|		나는	그녀가	조용히	하기를	원한다.

13	 force는	5형식	문장에서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

사이다.	

	 |	해석	|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말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	

14	 ‘~에게	…해	달라고	요청하다’는	「ask	+	목적어	+	to부정사」

의	어순으로	쓴다.	/	give	~	a	ride:	~를	태워	주다

15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쓸	수	있으나,	tell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그	남자는	그녀가	차

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①	보았다	④	알아챘다	⑤	지켜봤다.	/	그	남

자는	그녀가	차에서	뛰어내리도록	③	했다.

	  유사 문제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고,	see는	지각동사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

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해석	|	나의	엄마는	나

에게	그	모자를	쓰라고	②	말씀하셨다	③	요청하셨다.	/		나의	엄마

는	내가	그	모자를	쓰기를	④	원하셨다.	/	나의	엄마는	내가	그	모자	

쓰는	것을	⑤	허락하셨다.

16	 ①	expect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는	

동사이다.	happen	→	to	happen		

	 		|	해석	|	②	나는	그녀가	내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것을	들었다.	③	지

나는	그녀의	오빠가	케이크를	굽는	것을	지켜봤다.	④	나는	많은	사

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⑤	그녀는	누군가가	문

을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17	 see가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쓴다.		

18	 tell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써서	‘~에

게	…하라고	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continue를	to	

continue로	고쳐야	한다.	

19	 어법상	‘~라고	불리다’라는	뜻의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수동

태의	동사	형태는	「be동사	+	과거분사(p.p.)」로	쓴다.		

20	 ①	알래스카	②	약	80개	③	알	수	없음	④	2주	이상	⑤	1973년

에	시작됨

21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	1,800킬로미터라고	했다.	

	 		|	해석	|	질문: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	약	

1,800킬로미터이다.

22	 it은	앞	문장에	나온	medicine을	가리킨다.

23	 ②	놈의	아이들이	걸린	병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1925년	놈에	일어난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②	놈

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	퍼졌던	병의	이름은	무엇인가?	③	놈에는	

약이	있었는가?	④	놈	사람들이	약을	구하려고	노력했을	때	날씨는	

어땠는가?	⑤	앵커리지에서	약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

는가?

24	 21개의	팀	중	첫	번째	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the	others가	와야	한다.

25	 ‘그는	Balto를	그의	선두	개로	삼았다’는	내용이므로	「주

어	+	made	+	목적어+	목적격보어(명사구)」의	어순으로	배열

한다.	

26	 위	글은	마라톤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글이므로	

답은	③이	된다.

27	 ①	최초의	마라톤은	기원전	490년에	Pheidippides(페이디피

데스)가	뛰었다고	했다.

01	③	  변형 문제 		(s)top	 02	(1)	crack	(2)	reach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④	  변형 문제 	④		

09	We	can	see	the〔their〕	highlights	of	the	most	interesting	games	

of	the	day.		 10	⑤	 11	 I	saw	a	girl	give〔giving〕away	 free	

cupcakes.	 12	④	 13	④	 14	②	 15	ⓐ	to	work	ⓑ	to	give	

16	③	  변형 문제 		not	to	turn	off	 17 	 t o 	 e n t e r 	 / 	 e n t e r
〔entering〕	 18	①	 19	③		 20	①		 21	(B)ecause	of	 					22	①	

23	Twenty-one	dog	teams	were	in	the	relay.		 24	the	snow	was	

so	heavy	that	Gunnar	could	not	see	his	own	hands	 25	③	 	

26	He	saw	the	river	ice	cracking〔crack〕.		 27	②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01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③은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아픈	②	마지막의	③	계속하다	-	멈추다	④	매일의	⑤	예쁜

	  변형 문제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출발하다	:	도착하다	=	계속하다	:	멈추다

02	 (1)	‘깨지거나	어떤	것이	깨지게	하다’는	crack(갈라지다)에	

대한	설명이다.	(2)	‘당신이	가고	있던	장소에	도착하다’는	

reach(~에	이르다,	닿다)에	대한	설명이다.	/	cover:	(거리를)	

이동하다,	가다,	덮다,	가리다,	다루다,	보도하다,	cross:	건너

다,	횡단하다		

03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	just	in	time:	제때	바로,	

딱	맞춰	 |	해석	|	•그는	만화를	그리는	데	관심이	있다.	•우리는	

기차를	타기	위해	딱	맞춰	도착했다.

04	 ‘행복과	기쁨의	감정을	일으키는’은	heart-warming(마음이	

따뜻해지는)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하트	모양의	②	열린	사고를	가진	③	(사람이)	마음이	따

뜻한,	친절한	④	마음이	따뜻해지는	⑤	가슴	아픈

05	 ④	two	or	three	times	a	week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는	

뜻이고,	every	two	or	three	weeks는	‘이삼	주에	한	번’이라

는	뜻이다.	

06	 be	interested	in은	‘~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이므로	답은	

⑤이다.		

07	 ⑤	Anna가	요즘	얼마나	자주	아이스하키를	하는지는	언급되

지	않았다.	 �|	해석	|	①	수호는	이번	겨울	방학에	무엇을	할	계획인

가?	②	수호의	조부모님은	어디에	사는가?	③	Anna가	가장	좋아하

는	겨울	스포츠는	무엇인가?	④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는	무엇인가?	⑤	Anna는	요즘	얼마나	자주	아이스하키를	하는가?

08	 be	sure	to	~는	‘꼭	~해라’라는	의미로,	‘~하는	것을	잊지마’

라는	의미의	don’t	forget	to	~로	바꿔	쓸	수	있다.

	  변형 문제 	be	sure	to	~는	‘꼭	~해라’라는	뜻의	상

기시키는	표현으로,	remember		to	~	또는	don’t〔never〕	

forget			to	~,	make	sure		to	~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don’t	bother	to	~:	~할	필요	없다

09	 매일	밤	11시에	그날의	가장	흥미로운	경기들의	하이라이트

를	즐길	수	있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우리는	밤	11시에	MBS	Sports에서	무엇을	볼	수	있

는가?	→	우리는	그날의	가장	흥미로운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

10	 ask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그	왕자는	공주에게	그와	결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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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동사원형	/	현재분사」로	나타낸다.	/	give	

away:	(공짜로)	나누어주다

12	 ④	feel이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

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쓴다.	to	drop	→	drop	또는	

dropping

	 | 해석 |	① 나는 네가 이를 닦기를 원한다. ② 그는 내가 그의 팬케

이크를 먹는 것을 허락했다. ③ 나는 그들이 우산을 함께 쓰기를 기

대했다. ⑤ Kate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

했다.

13	 ④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써야	한다.	 | 해석 | 사람들은 그 소년이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 

14	 ②	준사역동사인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	

모두	다	쓸	수	있으나	현재분사는	쓸	수	없다.

   | 해석 | 나는 Jacob이 그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①, ④ 보

았다 ③, ⑤ 들었다.

15	 force와	ask는	5형식	문장에서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

는	동사들이다.	 | 해석 |  내 상사는 지난 주말에 나를 일하게 만

들었다. 나는 그에게 이번 주에 하루 휴가를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16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not	+	to부

정사」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변형 문제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tell	+	목

적어	+	not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 해석 | 나의 엄마는 나에게 “불을 끄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 나

의 엄마는 나에게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17	 지각동사	notic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가	아닌	동사원형

이나	현재분사를	써야	한다.

   | 해석 | A: 너는 어젯밤 누군가가 네 집에 들어오는 걸 알아챘니? 

B: 아니,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뒷문을 열려고 하는 걸 들었어.

18	 ①	take	place는	‘개최되다,	열리다’라는	뜻으로	수동태로	쓰

지	않는다.	is	taken	place	→	takes	place	

19	 위	글은	아이디타로드	개썰매	경주를	소개한	뒤,	마지막에	경

주를	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다음에는	

이	경주가	생긴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알	수	있다.

20	 주어진	문장은	①	앞에	나온	a	terrible	thing을	설명하는	내

용이다.

21	 문맥상	‘~	때문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	명사구

가	있으므로	B로	시작하는	표현인	Because	of를	써야	한다.

22	 그의	팀에서	Balto가	가장	강한	개였다는	내용과	Balto를	선

두	개로	삼았다는	내용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므로	빈칸에

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so가	들어가야	한다.

23	 21개의	개	팀들이	릴레이를	했다.

  | 해석 | 질문: 릴레이에는 몇 개의 개 팀들이 있었는가? → 21개의 

개 팀들이 릴레이에 있었다.

24	 밑줄	친	ⓐ는	‘눈발이	너무	거세서,	Gunnar는	자신의	손을	볼	

수	없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너무	~해서	…할	수	없

다’라는	의미의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can’t+동

사원형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5	 ⓑ	Balto	덕분에	팀	전체가	‘구조되었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가	되어야	한다.	ⓒ	Gunnar와	그의	팀이	약을	구해왔기	때

문에	그	마을을	‘구한	것이었다’라는	의미의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26	 얼어붙은	강에서	Balto가	갑자기	멈추었을	때,	Gunnar는	강

의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27	 ②	Gunnar의	팀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Balto는 폭설 때문에 코스를 벗어났는가? ② Gunnar 

팀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③ 왜 

Gunnar 팀은 약을 마지막 팀에게 전하지 않고 놈으로 가져갔는

가? ④ Gunnar 팀이 놈에 도착했을 때 날짜가 며칠이었는가? ⑤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매년 열리는가?

01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시거나	삼키는	물질’은	⑤	

medicine(약)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물 ② 질병 ③ 병원 ④ 약국 

02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이고	①은	명사와	형용

사의	관계이다.	 | 해석 | ① 하루, 날 – 매일의 ② 마지막의 – 마

침내 ③ 전체의 – 전적으로 ④ 끔찍한, 지독한 – 몹시, 지독히 ⑤ 갑

작스러운 – 갑자기

03	 participate	in	=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 해석 | 모든 학생들이 학교 연극에 참가했다.

04	 cover는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가다’,	‘덮다’,	‘가리다’,	‘보

도하다’,	‘다루다’	등의	뜻이	있는데,	주어진	문장과	④의	밑줄	

친	covered는	‘(어떤	거리를)	이동했다,	갔다’라는	의미로	쓰

였다.

   | 해석 | 그 기차는 두 시간 만에 60마일을 이동했다. ① 그들은 지붕

을 잔디로 덮었다. ② 그녀는 그녀의 손으로 그의 입을 가렸다. ③ 

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 in depth: 상세히, 깊이 

있게 ④ 달리기 선수들은 21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했다. ⑤ 그 강

의들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뤘다.  

05	 빈칸	다음에	‘주말마다.’라는	답변으로	보아	빈도를	묻는	표

현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너는	얼마나	자주	~하니?’는	How	

often	do	you	~?로	쓴다.

06	 ⑤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A이다.

   | 해석 | ① 하나는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다. ② 하나는 남자 형제가 

있다. ③ 하나는 이번 주말에 탁구를 칠 것이다. ④ 하나는 탁구 치

는 것을 즐긴다. ⑤ 하나는 야외 스포츠를 선호한다.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you heard him play〔playing〕 the 

piano        12 ④        13 ③        14 to help / to wash        15 ⑤        16 

③        17 ⑤        18 ④        19 두 번째 문장 / She told me not to eat 

the salad.        20 ①        21 ③        22 ⑤        23 dog sled / medicine 

/ Anchorage / Nome        24 ④        25 ⑤        26 ④        27 ②        28 

③        29 ④        30 ⑤        31 Pheidippides ran the first marathon. 

/ The first marathon was run by Pheidippides.        32 ②        33 ①        

34 One of the gorillas saw him falling inside        35 (1) What do you 

want me to do? (2) can you tell her to call me?        36 (1) Kyle saw 

Laura walking in front of him. (2) Laura couldn’t hear Kyle call her 

name.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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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원

07	 어떤	겨울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스케이트	타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얼마나	자주	타는지	묻고	답하는	흐름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08	 빈칸에는	‘멋지다,	잘됐다,	굉장하다!’	등의	감탄의	표현이	들

어가야	하는데,	①은	‘끔찍하다!’라는	표현이므로	어색하다.

09	 ④	수호의	세	번째	말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에	대해	Anna는	Yes,	it	is.라고	대답했으므로,	아

이스하키가	캐나다에서	아주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석	|	①	수호는	이번	겨울에	캐나다에	갈	것이다.	②	수호는	전에	

아이스하키를	해	본	적이	있다.	③	수호는	아이스하키를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	④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⑤	

Anna는	아직도	매주	아이스하키를	한다.	

10	 ②	make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집에서	머물라고	①	말했다.	/	그들은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기를	③	원했다	⑤	기대했다.	/	그들은	내

가	그들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④	허락했다.		

11	 주어진	문장은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의미의	현재완

료	「Have	you	+	과거분사(p.p.)	~?」로	나타낸다.	‘듣다’라

는	의미의	지각동사	hear가	쓰인	5형식	문장은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동사원형/현재분사」의	어순으로	쓴다.	

12	 ‘~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다’라는	의미의	5형식	문장은	

「ask	+	목적어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대명사가	목적

어로	올	경우	목적격의	형태로	와야	한다.

13	 ③	feel이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	자

리에는	to부정사가	아닌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써야	한

다.	to	fall	→	fall	또는	falling	 |	해석	|	①	그는	내가	그의	이야

기를	믿기를	원했다.	②	나는	그	남자에게	그	의자들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④	그녀는	그에게	그	책을	읽도록	강요했다.	⑤	나는	우리	

아빠가	컴퓨터를	고치시기를	기대한다.	

14	 ask와	tell은	5형식	문장에서	모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는	동사들이다.	 |	해석	|	엄마는	Jane에게	아침을	요리하는	것

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Jane은	그녀의	남동생에게	채소를	좀	씻

으라고	말했다.

15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뜻의	「let	+	목적어	+	동사원

형」은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let이	

쓰인	문장이	부정문이므로	allow로	고친	문장도	부정문으로	

쓰인	것을	찾는다.

	 		|	해석	|	그는	내가	그의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16	 ③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는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를	써야	한다.	left	→	leave	또는	leaving

	 		|	해석	|	①	나는	우리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②	너는	초인

종이	울리는	것을	들었니?	④	그	여자는	그녀의	딸이	울고	있는	것

을	보았다.	⑤	그는	그의	여동생이	욕실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17	 want와	help는	5형식	문장에서	모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

로	쓰는	동사들이다.	help는	준사역동사로	목적격보어로	to

부정사뿐만	아니라	동사원형도	쓸	수	있다.

	 		|	해석	|•그녀는	내가	그	책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우

리가	훌륭한	집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18	 ⓐ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형태이므로	목

적어	자리에	목적격	대명사를	쓴다.	your	→	you	ⓑ	지각동

사	hear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쓴다.	to	

turn	→	turn	또는	turning	ⓔ	지각동사	watch의	목적격보

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쓴다.	played	→	play	또는	

playing	 |	해석	|	ⓒ	나는	한	남자아이가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	그	남자는	뭔가가	그의	팔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

다.	ⓕ	그는	뭔가가	주방에서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	

19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not	+	to부

정사」로	나타낸다.	 |	해석	|	□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	나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예상하지	못했

다.	□	나는	그가	내	그림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	그는	로봇

에게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명령했다.

20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	Each	team은	단수	취급하므로	동사도	

3인칭	단수형인	has가	와야	한다.

21	 ③	아이디타로드	경주에	우승했을	때	주는	상품이	무엇인지

는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해석	|	①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몇	월에	열리는가?	②	아이디타로

드	경주는	해마다	있는	행사인가?	③	아이디타로드	경주의	우승	상

품은	무엇인가?	④	아이디타로드	경주에	몇	개의	팀들이	참가하는

가?	⑤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22	 개썰매를	이용해	약을	놈으로	운반해야	했다고	했으므로	⑤

는	잘못된	내용이다.	

23	 |	해석	|	1925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약을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가져오기	위한	개썰매	릴레이가	있었다.

24	 문맥상	가장	‘강한’	개가	선두	개가	되어야	한다.		

25	 ‘~을	…로	만들다,	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찾는다.

	 		|	해석	|	①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	②	그는	몇	

가지	실수를	했다.	③	그녀는	나에게	노래를	한	곡	하게	했다.	④	그

것은	쌀과	채소로	만들어진다.	⑤	그	화가는	그	소년을	그의	제자로	

삼았다.

26	 (A)	동사	got을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B)	

뒤에	있는	명사	team을	수식하는	형용사의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C)	동사	arrived를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27	 눈이	심하게	내려서	Gunnar는	자신의	손을	볼	수	없을	정도

였다는	내용	뒤에	Balto는	코스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상반된	

내용이	왔으므로	빈칸에는	‘그러나’라는	뜻의	however가	오

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석	|	①	사실	③	게다가	④	예를	들어	⑤	그	결과

28	 빈칸	ⓑ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Balto가	제때	멈춰서	팀	전

체가	살았다고	했으므로,	ⓑ에는	Balto가	갑자기	‘멈췄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빈칸	ⓒ에는	Gunnar와	그의	팀이	놈

에	약을	갖고	왔다고	했으므로,	ⓒ에는	마을	사람들을	‘살렸

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29	 ④	마지막	팀이	자고	있자,	Gunnar는	Balto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다.	

	 		|	해석	|	①	Balto는	경주	도중에	잠이	들었다.	②	Gunnar는	강을	

수영해서	건너야	했다.	③	Gunnar는	강을	건너는	중에	Balto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④	Gunnar는	Balto에게	계속	놈으로	달리라고	

말했다.	⑤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2월	2일에	열린다.	

30	 order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정답과 해설

6    정답과 해설_미래엔(최연희) 2_ Lesson 8

에서	‘거의	매일.’이라는	대답을	했으므로	빈칸에는	얼마나	

자주	유튜브	영상을	보는지	빈도를	묻는	질문이	와야	한다.	

「How	often	do	you+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문장을	쓰

도록	한다.	

04	 ‘~에	관심이	있다’는	「be	interested	in	+	(대)명사/동명사」로	

표현한다.	따라서	동사	learn은	동명사	learning으로	고쳐	표

현한다.

05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쓴

다.	 |	해석	|	A:	너	오늘	Michael을	본	적	있니?	B:	응.	나는	대략	

한	시간	전에	그가	학교에서	축구하는	것을	봤어.

06	 (1)	「let	+	목적어	+	동사원형」은	‘~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allow	+목적어	+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2)	「make	+	목적어	+	동사원형」은	‘~가	…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force	+	목적어	+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1)	나의	아빠는	내가	스쿠터	사는	것을	허락하셨다.	(2)	그	병

은	나를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었다.

07	 (1)	「주어	+	지각동사	watch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어순

으로	배열한다.	(2)	「주어	+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현재분

사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08	 ‘~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ask	+	목

적어	+	to부정사」로	쓴다.	 |	해석	|	그녀는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다.	→	그녀는	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09	 (1)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not	+	to

부정사」로	쓴다.	(2)	‘~가	…하기를	바라다’는	「want	+	목적

어	+	to부정사」로	쓴다.	 |	해석	|	민지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

지	마.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끝내야	해.	/	민재:	엄마가	나에게	네	

숙제를	도와주지	말라고	하셨어.	민지:	나도	알아.	엄마는	내가	그

것을	스스로	끝내기를	바라셔.

10	 •‘~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에	쓰이는	형용사는	‘관심이	있

는’이라는	의미의	interested이다.	interesting은	‘흥미로운’

이라는	뜻이다.•order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

부정사를	쓴다.

11-1	expect는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그녀는	그들이	정각에	도착하기를	기대했다.

11-2	 ‘~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다’는	「ask	+	목적어	+	to부정사」

의	어순으로	쓴다.	‘~를	돕다’는	give	~	a	hand로	쓴다.

11-3	(1)	‘~에게	…하라고	명령하다’는	「order	+	목적어	+	to부정

사」의	어순으로	쓴다.	(2)	‘~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다’

는	「expect	+	목적어	+	not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12	 매달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	낚시를	하러	간다고	했으므

로	‘한	달에	두	번’이라는	의미의	표현	twice	a	month를	이용

하여	나타낸다.

13	 (1)	「의문사	+	명사	+	be동사	+	주어	+	interested	+	in?」의	어

순으로	쓴다.	(2)	「How	often	+	do동사	+	주어	+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쓴다.

14	 (1),	(2),	(3)	동사	want,	expect,	ask는	5형식	문장에서	모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는	동사들이다.	(1)	to부정사의	

부정은	「not	+	to부정사」의	형태로	쓴다.

	 	|	해석	|	(1)	나의	엄마는	내가	너무	늦게	집에	오지	않기를	원하신다.	

(2)	나의	엄마는	내	방이	항상	깨끗하기를	기대하신다.	(3)	나의	엄

01	 ‘한	달에	한	번	간다.’라는	B의	답변으로	보아	A는	빈도를	묻

는	질문을	해야	한다.	빈도를	묻는	표현은	How	often	~?으

로	쓴다.	 |	해석	|	A:	너는	얼마나	자주	하이킹을	가니?	B: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

02	 2번	이상인	경우,	‘일주일에	~번’은	~	times	a	week로	표현

한다.	 |	해석	|	A:	너는	얼마나	자주	네	방을	청소하니,	민호야?	B:	

나는	내	방을	일주일에	세	번	청소해.

03	 빈칸	앞	문장에서	B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했고,	뒷문장

01	often							02	times	a	week							03	How	often	do	you	watch	

Youtube	videos?							04	I’m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05	played	/	play	또는	playing							06	(1)	My	dad	allowed	me	to	buy	a	

scooter.	(2)	The	disease	forced	me	to	stay	in	bed.							07	(1)	The	boy	

watched	his	dad	wash	the	car.	(2)	She	heard	him	laughing	out	loud.								

08	to	teach							09	(1)	me	not	to	help	you	(2)	me	to	finish	it							10	

Are	you	interesting	in	learning	the	history	of	the	marathon?	→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the	history	of	the	marathon?	/	The	Greek	

army	in	Marathon	ordered	him	telling	the	people	of	Athens	about	

their	victory.	→	The	Greek	army	in	Marathon	ordered	him	to	tell	the	

people	of	Athens	about	their	victory.							11-1	to	arrive							11-2	I’ll	

ask	Janet	to	give	us	a	hand.							11-3	(1)	They	ordered	the	man	to	

leave	the	store.	(2)	We	expected	Kate	not	to	be	late.							12	I	go	

fishing	twice	a	month.	 	 	 	 			13	 (1)	What	winter	sport	are	you	

interested	in?	(2)	How	often	do	you	go	ice	skating?							14	(1)	me	

not	to	come	home	too	late	(2)	to	be	clean	all	the	time	(3)	me	to	

water	the	plants							15	(1)	a	girl	sing〔singing〕	a	song	(2)	an	old	lady	

walk〔walking〕	a	dog	

유형별 서술형	문제 pp. 38~40

31	 페이디피데스가	최초의	마라톤을	뛰었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누가	최초의	마라톤을	뛰었는가?	→	페이디피데스가	

최초의	마라톤을	뛰었다.	/	최초의	마라톤은	페이디피데스가	뛰었다.

32	 시제가	과거이고	주어	lots	of	people이	복수이므로	be동사는	

were를	쓴다.

33	 문맥상	동물원에	온	아이가	‘신이	나서’,	‘흥분해서’	담을	타고	

넘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	해석	|	②	겁먹은	③	충

격을	받은	④	화가	난	⑤	우울한	

34	 「주어	+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현재분사	~」의	어순으로	배

열한다.

35	 (1)	‘~가	…하기를	원하다’는	「want	+	목적어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2)	‘~에게	…하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

어	+	to부정사」의	어순으로	쓴다.

	 		|	해석	|	Tony:	Alex,	너	Lisa와	같은	반이니?	Alex:	응.	Tony:	그

러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Alex:	물론이지.	너는	내가	무엇을	하

기를	원하니?	Tony:	그녀를	보면,	그녀에게	나에게	전화하라고	말

해줄	수	있니?	Alex:	알겠어,	그럴게.

36	 (1)	「주어	+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현재분사	~.」의	어순으

로	배열한다.	(2)	「주어	+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동사원형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해석	|	(1)	Kyle은	Laura가	그의	앞

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2)	Laura는	Kyle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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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나에게	식물에	물을	주라고	부탁하신다.

15	 (1)	‘~가	…하는	것을	듣다’는	「주어	+	지각동사	hear	+	목적

어	+	동사원형〔현재분사〕	~.」의	어순으로	쓴다.	(2)	‘~가	…

하는	것을	보다’는	「주어	+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동사원형

〔현재분사〕	~.」의	어순으로	쓴다.

	 |	해석	|	(1)	그	소년은	한	소녀가	노래하는〔노래하고	있는〕것을	들

었다.	(2)	그	소년은	한	노부인이	개를	산책시키는〔산책시키고	있

는〕것을	보았다.

01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고,	⑤는	유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마지막의	–	첫	번째의	②	이른	–	늦은	③	합격하다	–	실

패하다	④	무거운	–	가벼운	⑤	끔찍한	–	끔찍한	

02	 (1)	‘일련의	사건,	행동,	진술	등의	맨	끝에	있거나	일어나는’

은	final(마지막의)에	대한	설명이다.	(2)	‘한쪽에서	다른	쪽으

로	지나가거나	뻗다’는	cross(건너다,	횡단하다)에	대한	설명

이다.	/	relay:	릴레이,	계주,	whole:	전부의,	모든		

03	 나머지는	모두	‘두	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③은	‘두	배’라는	

뜻으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중국에	두	번	가	봤다.	②	그는	

그의	아내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한다.	③	그	개는	그	고양이의	두	

배만큼	크다.	④	그	소녀는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질렀다.	⑤	그녀는	

그	식당에	한	달에	두	번	간다.

04	 ‘잘됐다!’라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생긴	좋은	일에	대해	응원

하는	표현으로	Good	for	you!로	나타낼	수	있다.	

	 |	해석	|	①	기운	내!	②	조심해!	③	네	자신을	좀	봐!	④	진정해!	

05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be	interested	in을	쓰되,	주어가	I이

고	3단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	I	am의	축약형	I’m으로	써

야	한다.	따라서	답은	I’m	interested	in이	된다.

06	 at	least:	적어도,	~	times	a	week:	일주일에	~번

07	 ⓐ	전치사	in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	ⓑ	

be	sure	to	~:	꼭	~해라

08	 MBS	Sports에서	매일	밤	11시에	그날의	가장	흥미로운	경기

들의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다고	했다.

09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현재분사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②	

saw	(지각동사	see의	과거형)이다.

	 |	해석	|•나는	한	남자아이가	창문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Kane	씨는	학생들이	교실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10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고,	④	watch는	5

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나	현재분사를	쓴다.	

	 |	해석	|	그녀는	우리에게	파티에	오라고	①	말했다.	/	그녀는	우리

가	파티에	오기를	②	요청했다	③	원했다	⑤	기대했다.	

01	⑤				02	(1)	final	(2)	cross				03	③				04	⑤				05	I’m	interested	in								

〔I	am	into〕				06	at	least	two	or	three	times	a	week				07	④				08	⑤				

09	②				10	④				11	saw	the	man	carry〔carrying〕				12	⑤				13	(1)	take
〔taking〕	(2)	ring〔ringing〕				14	I	asked	him	not	to	drive	fast.				15	⑤				

16	③				17	①				18	③				19	②				20	was	a	dog	sled	relay				21	③				22	

②	/	the	21st	team				23	③				24	④				25	⑤	

학교	시험	최종 점검	문제	1회 pp. 41~44

11	 ‘~가	…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동사원형	/	현재분사」의	어순으로	쓴다.

12	 ‘~에게	…하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to부정사」로	나

타낸다.	 |	해석	|	그	의사는	나에게	“물을	많이	마시세요.”라고	말

했다.	⑤	그	의사는	나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했다.

13	 (1)	지각동사	watch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

사를	쓴다.	/	take	off:	이륙하다,	날아오르다	(2)	지각동사	

hear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쓴다.

	 |	해석	|	(1)	그	소년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봤다.	(2)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14	 의미상	to부정사의	부정형이	되어야	하므로	to	drive	앞에	부

정어	not을	써야	한다.

15	 ⑤	notice가	‘~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의	지각

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

를	써야	한다.	to	disappear	→	disappear	또는	disappearing	

	 |	해석	|	①	나는	그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②	나는	그녀가	

쿠키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③	그는	나에게	취직을	하라고	충고하

지	않았다.	④	나는	우리	할머니가	영원히	사시기를	원한다.	⑤	나는	

그	마술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16	 ‘~가	…하는	것을	듣다’는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동사원

형	/	현재분사」의	어순으로	쓴다.	시제가	과거이고,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	목적격의	형태로	쓰는	것에	유의한다.

17	 ⓐ	달(月)	앞에	전치사	in	ⓑ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	

in	memory	of:	~을	기념하여,	~을	추모하여

18	 ③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들로	이루어진	약	80개의	팀들이	참

여한다고	했다.

	 |	해석	|	①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매년	열린다.	②	아이디타로드	경

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썰매	경주이다.	③	약	80마리의	개들이	아

이디타로드	경주에	참여한다.	④	각	팀은	경주	동안	약	1,800킬로

미터를	이동한다.	⑤	아이디타로드	경주는	1973년에	시작됐다.

19	 (A)	1925년이라는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므

로	과거	시제가	알맞다.	(B)	앞에	부정어	not이	있으므로	any

가	알맞다.	(C)	뒤에	명사구가	왔으므로	Because	of가	알맞다.

20	 폭설	때문에	개썰매	릴레이가	약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했다.	 |	해석	|	질문: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가져오는	유

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	그것은	개썰매	릴레이였다.

21	 개썰매	릴레이로	약을	운반하는	과정을	나타낸	글이다.	(B)	

21개	팀	중	첫	팀이	출발하고	-	(A)	Gunnar	팀이	약을	받아서	

마지막	팀에게	전달하러	가고	-	(C)	마침내	의사에게	약을	전

달하는	순서가	되어야	옳다.

22	 나머지는	모두	Gunnar의	팀을	가리키고,	②는	21번째	팀을	

가리킨다.

23	 ③	Gunnar의	팀에	몇	마리의	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

았다.

	 |	해석	|	①	몇	개의	팀이	릴레이를	했는가?	②	20번째	팀의	몰이꾼

은	누구였는가?	③	Gunnar의	팀에는	몇	마리의	개가	있었는가?	④	

왜	Gunnar는	Balto를	자신의	선두	개로	삼았는가?	⑤	약을	놈으로	

가져가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24	 전치사	in	뒤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

25	 선택지	중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쓸	수	있는	것은	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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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	지각동사	notic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

를	쓴다.	to	run	→	run	또는	running	 |	해석	|	①	나는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기대한다.	③	그들은	내가	사진을	찍도록	허락

했다.	④	그는	내가	진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⑤	그녀는	그

들에게	와인	한	병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13	 ‘~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tell	+	목적어	+	not	+	to부

정사」의	어순으로	쓰는데,	주어진	우리말이	과거	시제	의문

문이므로	Did	you	~?로	시작하여	영작한다.

14	 feel이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동

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쓰고,	tell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쓴다.	 |	해석	|	선생님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때,	모두에게	책상	아래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15	 ⓐ,	ⓓ	ask,	allow는	5형식	문장에서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

로	쓴다.	helps	→	to	help,	drinking	→	to	drink

	 |	해석	|	ⓑ	사람들은	그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	

나는	아들에게	이를	닦으라고	말했다.	ⓔ	나는	내	몸에	무언가가	기

어	다니는	것을	느꼈다.

16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쓰

므로,	fell을	fall	또는	falling으로	고쳐	쓴다.

17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찾는다.	 |	해석	|	①	

우리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②	나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③	그녀는	피아노	수업을	받기를	원한다.	④	제가	이것을	병원에	가

져갈	수	있나요?	⑤	거기	도착하는	데	약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8	 「주어	+	동사	+	부사구	+	선행사	+	관계대명사절	~.」의	어순

으로	배열한다.	‘놈을	구한	개들’이라는	의미는	선행사	the	

dogs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쓴	뒤	수식하는	내용을	덧

붙여	나타낸다.	

19	 keep은	목적어로	동사가	올	경우	동명사의	형태로	써서	‘계

속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20	 빈칸	앞의	‘폭설	때문에,	개썰매	릴레이가	앵커리지에서	놈

으로	약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④	

‘놈으로	가는	(개썰매)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해석	|	①	아이들이	회복되었다	②	날씨가	더	따뜻해졌다	③	놈으

로	가는	경주가	끝났다	⑤	많은	개들이	썰매	끄는	개로	훈련받지	않

았다

21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찾는다.

	 |	해석	|	①	그는	버스에	그의	전화기를	두고	내렸다.	②	창문이	열린	

채로	내버려	두세요.	③	남은	표가	많지	않다.	④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	줄래?	⑤	그	비행기는	오전	9시에	뉴욕으로	출발한다.

22	 ①	한	팀에	몇	마리의	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총	

21개의	개	팀들이	참여했다.

23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는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

어	+	can’t+동사원형	...」으로	나타낸다.

2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있을	때	Balto가	

멈추었고,	그	때	Gunnar가	강의	얼음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

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와야		한다.

25	 Gunnar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다.	

	 		|	해석	|	질문:	Gunnar가	마지막	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엇을	보

았는가?	→	그는	그들이	자는〔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01	⑤				02	③				03	④				04	old	pop	songs				05	she	wants	to	sing	her	

grandma’s	favorite	songs				06	③				07	⑤				08	①				09	②				10	③				11	

(1)	heard	a	girl	talking	on	the	phone	(2)	asked	the	girl	to	take	it				12	

②				13	Did	you	tell	her	not	to	buy	the	shirt?				14	②				15	④				16	

One	of	the	gorillas	saw	him	fell	inside	and	caught	him.	/	One	of	the	

gorillas	saw	him	fall〔falling〕	inside	and	caught	him.				17	⑤				18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19	spreading				20	④				21	⑤				22	①				23	②				24	②				25	

He	saw	them	sleep〔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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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것의	가장	좋거나	가장	흥미롭거나	가장	신나는	부분’은	

⑤	highlight(하이라이트,	가장	좋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	해석	|	①	빛	②	선두,	이끄는	것	③	승리	④	좋아하는	사람,	물건

02	 take	place:	개최되다,	열리다

03	 ④	medicine은	‘의학’이라는	뜻과	‘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

기서는	‘약’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해석	|	①	그는	관광	코스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②	너는	그녀가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	③	폭설	때

문에,	우리는	집에	머물렀다.	④	그는	하루에	세	번	약을	먹으라고	

들었다.	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너의	손을	자주	철저히	씻어라.

04	 밑줄	친	them은	앞에	언급된	‘옛날	팝송들’을	가리킨다.

05	 B가	관심	없는	옛날	팝송들을	듣는	이유는	B의	두	번째	말	두	

번째	문장에	나온다.	 |	해석	|	질문:	B는	왜	옛날	팝송들을	듣고	

있는가?	대답: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을	할

머니의	생신	파티에서	부르고	싶기	때문이다.

06	 be	interested	in	~은	‘~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으로	be	into	

~,	have	an	interest	in	~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be	

good	at	~은	‘~을	잘하다’라는	뜻이다.

	 |	해석	|	①	너는	어떤	겨울	스포츠에	관심이	많니?	②	어떤	겨울	스

포츠가	너의	관심을	끄니?	③	너는	어떤	겨울	스포츠를	잘하니?	④	

너는	어떤	겨울	스포츠가	흥미롭다고	느끼니?	⑤	너는	어떤	겨울	

스포츠에	관심이	있니?	

07	 No라는	답변으로	보아	배드민턴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뒤에	와야	자연스럽다.	

08	 ①	B는	다음	주	배드민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

09	 현재분사와	동사원형을	모두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것은	지각

동사이다.		 |	해석	|		A:	나는	진우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어.	그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	B:	나도	그가	그것을	쓴	

것을	봤어.	그것은	그에게	잘	어울렸어.	

10	 나머지는	모두	동사원형을	목적격보어로	쓸	수	있는	동사

들이고,	③	ask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쓰는	동사이

다.	 |	해석	|		나의	누나는	내가	빵을	굽는	것을	①	보았다	④	도왔

다	⑤	지켜봤다.	/	나의	누나는	내가	빵을	굽도록	②	시켰다.

11	 (1)	‘~가	…하고	있는	것을	듣다’는	「지각동사	hear	+	목적

어	+	현재분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2)	‘~에게	…해	달라고	요청하다’는	「ask	+	목적어	+	to부정

사」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해석	|	(1)	그는	한	여자아이가	전화

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2)	그는	그	여자아이에게	그

것을	밖에서	받으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