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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

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01	 반의어	관계	 �|�해석�|�실패하다�:�성공하다�=�가벼운�:�무거운

02	 유의어	관계	 �|�해석�|�선물�:�질병

03	 형용사	:	명사	 �|�해석�|�활동적인�:�활동�=�안전한�:�안전

04	 ③은	‘현실로,	실제로’라는	의미의	부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해석�|�①�건강한�②�무거운�④�믿을�수�있는,�의지

할�수�있는�⑤�행복한

05	 주로	뚜렷한	방향이나	목적	없이	어떤	지역	근처를	천천히	걸

어	다니다:	wander	(돌아다니다,	헤매다)

06	 	빛,	열,	압력	등에	반응할	수	있는	장치:	sensor	(센서,	감지기)

07	 발의	구부러진	뒤쪽	부분:	heel(뒤꿈치)

08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의미이고,	cheer	up은	‘기운	내다’

라는	의미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up이다.

	 |�해석�|�•그가�포기하고�싶다고�느꼈을�때,�그는�그의�할아버지의�

안전에�대해�생각했다.�•기운�내!�너는�다음에�더�잘할�거야.

09	 cook은	동사로	‘요리하다’라는	의미와	명사로	‘요리사’라는	

의미를	모두	갖는다.

	 |�해석�|�•나는�엄마에게서�스파게티�요리하는�법을�배웠다.•그�요

리사는�그의�손에�포크를�들고�있다.

10	 ⑤	get	lost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이다.

11	 come	over	to:	~에	들르다	/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

다,	제안하다

	 |�해석�|�•너는�파티가�시작되기�전에�우리�집에�들를�거니?•나는�

이것보다�더�좋은�아이디어를�생각해�낼�수�있다.

01�succeed������02�disease������03�safety������04�③������05�wander�

06�sensor������07�heel������08�④������09�(c)ook������10�⑤������11�②�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❶ 도움 요청하기 Check Up | p. 6
1��favor�� �� �2�③,�④�

3�(S)ure�� �� �4�②�

❷ 감사하기 Check Up | p. 7

 1�Thank�you�����������2�①�����������3�helping�����������4�⑤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❶ 목적격 관계대명사 Check Up | p. 10
 1� (1)�that (2) whom��������2�(1) I need a friend who I can talk with. 

(2) The money that he gave you is mine.��������3�(1) that (2) whom ��

4�(1) This is the game which we used to play. (2)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is my cousin.

❷ so ~ that ... Check Up | p. 11

1�(1)�so (2) easy enough������2�so / because������3�is so beautiful that 

I want to live there������4�hard so / so hard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쓴다.	

� �|�해석�|�그는�너무�늦게�일어나서�그의�비행기를�놓쳤다.

02	 선행사	anyone이	사람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므로	

who(m)	또는	that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 �|�해석�|�그는�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다.

03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so	+	형용사〔부

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형	...」으로	쓴다.

04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라는	뜻으로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	②	rain은	명사이므로	형용사	rainy로	

고쳐야	한다.	 |�해석�|�밖이�너무�①�더워서�③�어두워서�④�추워

서�⑤�바람이�거세서�우리는�실내에�머물기로�결정했다.�

05	 선행사	the	girl이	사람을	나타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쓸	수	없다.	⑤	which	→	who(m)〔that〕	혹은	생략

06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형	...」	또는	

too	~	to	...로	바꿔	쓸	수	있다.	시제가	과거이므로	be동사	

am을	was로,	can’t를	couldn’t로	써야	한다.

07	 선행사	The	boy가	사람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을	쓸	수	있다.	

08	 that은	선행사가	사물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도	쓰이고,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	구문에도	쓰인

다.� |�해석�|�•그들은�내가�만든�음식을�먹고�있었다.�•나는�너무�

바빠서�점심을�먹을�수�없었다.

09	 주어진	문장은	‘그녀는	매우	아팠기	때문에	온종일	침대에	누

01�①������02�who(m)〔that〕�또는�생략������03�that�/�can’t〔cannot〕������������

04�②������05�⑤������06�(1) I�was�so�sick�that�I�couldn’t�go�to�school. 

(2) I�was�too�sick�to�go�to�school.������07�③,�⑤������08�②������09�sick�

that�she�stayed�in�bed�all�day������10�I�want�to�return�the�shirt�

which〔that〕�I�bought�on�Monday.������11�①������12�③������13�②,�③�������

14�The�cat�that�I�am�taking�care�of�is�very�nice.������15�whom�/�

which〔that〕�또는�생략������16�⑤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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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①������10�④������B���1��signal������2�disappointed������3�thankful������4�

respect������5�health������6�jump�for�joy������7�take�a�walk������8�get�

lost������9�as�you�know������10�give�a�bath������11�성공하다������12�팥,�

붉은�콩������13�선물,�재능,�재주������14�세대������15�지역의,�현지의������16�

~에�오르다������17�다리가�부러지다������18�~을�계속�지켜보다������19�돌

아다니다,�헤매다������20�포기하다������C���1��lesson�����2�disease�����3�

was in shock�����4�pressure sensor / sock�����5�trial and error / 

succeed / device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1 �favor� � 2 �O.K.� � 3 �with� �

4 �can‘t� � 5 �have to� � 6 �with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p. 9

Step 2 | 교과서 대화문 익히기 Che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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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답과 해설_미래엔(최연희) 2_ Lesson 4 

1 �grew up������ 2 �Since������ 3 �trusty������ 4 �who������ 5 �one day������

6 �disease������ 7 �worse������ 8 �so / that������ 9 �pressure������ 10�that������

11�to send������ 12�comfortable������ 13�elderly������ 14�giving������ 15�

safety������16�finally������17�for������18�that������19�inventor������20�still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a walk one day and got lost.  7�He had Alzheimer’s disease.  8�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9�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10�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11�One night,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12�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13�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14�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 phone.  15�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16�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17�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18�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19�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20�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21�For Kenneth,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1�Kenneth Shinozuka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2�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3�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4�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5�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6�When Kenneth was four,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01	 ‘누군가를	돕기	위해	당신이	하는	것’은	③	favor(호의,	부탁)

에	대한	설명이다.	 �|�해석�|�①�선물�②�장치�④�신호�⑤�활동�

02	 나머지는	「형용사	-	명사」의	관계이고,	②는	명사와	접미사	

-less가	붙어	‘~이	없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짝지어진	관

계이다.� |�해석�|�①�안전한�-�안전�②�집�-�집이�없는�③�외로운�-�외

로움�④�행복한�-�행복�⑤�중요한�-�중요성�

	  유사 문제 �나머지는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고,	①

은	「형용사	-	부사」의	관계이다.

03	 keep	an	eye	on:	~을	계속	지켜보다

04	 (1)	 ‘가문의	역사에서	하나의	단계’는	generation(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2)	‘어떤	일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은	

volunteer(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명이다.	/	elderly:	연세가	

드신,	pressure:	압박,	압력,	스트레스

05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Can	you	give	me	a	hand?	

등이	있다.

06	 빈칸	뒤의	할머니를	뵈러	가야	한다는	말로	보아	요청에	거절

하는	표현이	와야	한다.		

	  유사 문제 �빈칸	뒤에	고양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로	

보아	도움	요청에	수락하는	표현이	와야	한다.

07	 ‘아시다시피’는	영어로	②	As	you	know로	쓸	수	있다.	

� �|�해석�|�①�아세요�③,�⑤�있잖아요�④�그게�뭐예요

01�③������02�②�  유사 문제 ��①������03�③������04�(1)�generation�(2)�

volunteer������05�③������06�④,�⑤�  유사 문제 ��①,�②������07�②������

08�③������09�Thank�you�for�inviting�me.������10�⑤������11�②������12�(1)�It�

was�so�dark�that�I�couldn’t�see�anything.�(2)�Jane�liked�the�poem�

which�Tom�wrote.������13�④������14�⑤������15�②�  유사 문제 ��①�

16�①������17�③,�⑤������18�sending�/�to�send〔of�sending〕������19�⑤������20�
④������21�④������22�⑤������23�혼잣말을�했다〔마음속으로�생각했다〕������24�①������

25�so�/�that������26�④������27�③

오답�피하는�영역별�문제 pp. 22~26

워	있었다.’라는	의미로,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라는	

의미의	「주어	+	동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나타낼	수	있다.	

10	 선행사가	the	shirt로	사물이므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쓴	후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 �|�해석�|�나는�그�셔츠를�반품하고�싶다.�나는�월요일에�그�셔츠를�샀

다.�→�나는�월요일에�산�그�셔츠를�반품하고�싶다.�

11	 ‘너무	~해서	…하다’는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

사	...」로	쓴다.

12	 ③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①,	②	의문사,	④,	⑤	

주격	관계대명사	 |�해석�|	①�네가�가장�좋아하는�작가는�누구니?�

②�그녀는�누가�그�편지를�보냈는지�모른다.�③�Scott�씨는�내가�함

께�일하는�사람이다.�④�너에게�친절했던�사람들을�기억해라.�⑤�그�

대회에서�우승한�소년은�기뻐서�펄쩍펄쩍�뛰었다.�

13	 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형태이다.	②	

관계대명사	which가	동사	mad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

므로	목적어	it을	생략한다.	made	it	→	made	③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whom	→	who	또는	that	 |�해석�|�①�저것은�내가�타고�있었던�

말이다.�④�우리�아빠는�우리가�먹은�피자를�요리하셨다.�⑤�그녀는�

내가�가장�존경하는�선생님이다.

14	 ‘고양이는	아주	귀엽다’라는	문장을	먼저	완성한	뒤	명사	the	

cat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서	수식하는	내용을	덧

붙인다.		

15	 선행사	the	ring이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을	써야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생략	가능하다.

� �|�해석�|�그녀는�그가�그녀에게�준�반지를�끼고�있다.

16	 나머지는	모두	앞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고,	⑤는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	+	형용사〔부

사〕+	that	+	주어	+	동사	...」의	구문에	쓰인	that이다.	

� �|�해석�|�①�이것은�내가�엄마를�위해�구운�케이크이다.�②�내가�만진�

올리브�나무는�아주�유명하다.�③�그것은�내가�지금까지�본�가장�무

서운�영화이다.�④�내가�이해하지�못하는�많은�일들이�있다.�⑤�나는�

시험에�대해�너무�걱정되서�전혀�잠을�잘�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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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로	감사함을	나타낼	때는	

「Thank	you	for	+	-	ing	~.」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	

10	 Eric은	이번	주말에	자신의	생일	파티에	와달라는	A의	제안

을	받아들였다.

11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선행사가	the	flowers로	사물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선행사가	The	man으로	사람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나	that

이	와야	한다.	둘	다	가능한	것은	that이다.		

12	 (1)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

사〔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형	...」으로	

쓸	수	있다.	시제가	과거이므로	can’t	대신	couldn’t가	쓰였다.

	 (2)	주어가	Jane이고	동사가	liked이며,	뒤에	선행사	the	

poem을	쓴	뒤,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이어서	

쓴다.	관계대명사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뒤에	「주어	+	동사」를	연결한다.

13	 선행사	The	person이	사람이므로	④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와	함께	쓸	수	없다.

� �|�해석�|�내가�어제�본�그�사람은�오늘�여기에�없다.

14	 ⑤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할	수	없고,	나머지는	모

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할	수	있다.	 |�해석�|�①�그가�운

전하는�차는�아주�오래�됐다.�②�제발�네가�사용한�접시를�씻어라.�③�

그녀는�내�오빠가�좋아하는�가수이다.�④�너는�네가�잃어버린�가방

을�찾았니?�⑤�너는�우리에게�오고�있는�개가�보이니?

15	 <보기>의	문장은	‘그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의	모자가	벗겨졌

다.’라는	의미이므로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

인	「주어	+	동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

로	바꿔	쓸	수	있다.		

	  유사 문제 �<보기>의	문장은	‘그녀는	매우	예의	바르다’

라는	내용이	원인이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결과이다.	

16	 <보기>의	밑줄	친	that은	앞의	선행사	a	lot	of	places를	수식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①은	앞의	선행사	the	book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②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③은	‘저’라는	뜻의	지시형용사	④는	‘그렇게’라는	뜻의	부사	

⑤는	so	~	that	...	구문에	사용된	that이다.

� �|�해석�|�<보기>�내가�방문하고�싶은�많은�장소들이�있다.�①�나는�그가�

쓴�책을�읽었다.�②�나는�그녀가�올�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③�저�

드레스는�그녀에게�어울리지�않는다.�④�우리�집은�너의�집에서�그

렇게�멀지�않다.�⑤�나는�너무�배가�고파서�피자�한�판을�다�먹었다.�

17	 선행사	many	things가	사물이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

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들어가야	한다.

18	 sending을	앞의	명사	a	way를	수식하여	‘보낼	방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고쳐야	한다.	

19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의미를	가진	부사적	용법의	to부정

사를	찾는다.	①,	③,	④는	각각	주어,	보어,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②는	앞의	명사	dishes를	수식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해석�|�①�팔굽혀펴기

를�하는�것은�어렵다.�②�씻어야�할�그릇이�많다.�③�내�계획은�노래�

대회에서�우승하는�것이다.�④�그녀는�새�바지�한�벌을�사기를�원한

다.�⑤�그는�책을�몇�권�빌리기�위해�도서관에�갔다.

20	 ④는	Kenneth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Kenneth의	할아

버지를	가리킨다.

21	 ④	본문의	his	 cook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Kenneth를	위해	요리를	해주셨음을	알	수	있다.

� �|�해석�|�①�Kenneth의�가족은�세�명이다.�②�Kenneth의�집은�그의�

할아버지�집과�가까웠다.�③�Kenneth는�운전사가�되기를�원했다.�

④�Kenneth의�할아버지는�Kenneth를�위해�요리를�해주곤�했다.�

⑤�Kenneth는�그의�선생님을�가장�존경했다.

22	 ⑤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쓴다.	such	~	that	...에서	

such	뒤에는	명사가	온다.	such	→	so

23	 say	to	oneself:	혼잣말을	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24	 ①	Kenneth의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을	때	몇	살이었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해석�|	위�글을�읽고�Kenneth의�할

아버지에�대해�대답할�수�없는�질문은�무엇인가?�①�그가�길을�잃

었을�때�그는�몇�살이었는가?�②�그가�앓았던�병의�이름은�무엇인

가?�③�그가�처음�길을�잃은�후�그의�상태는�호전되었는가?�④�왜�

누군가가�그를�밤에�지켜보아야�했는가?�⑤�Kenneth는�그의�양말�

뒤꿈치에�무엇을�붙이고�싶어�했는가?

25	 밑줄	친	ⓐ는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	「so	+	형

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바꿔	쓸	수	있다.

26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므

로	감격스럽고	자신이	자랑스러운	심경일	것이다.

27	 ③	Kenneth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

하며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다.		

01�②�  변형 문제 ��inventor�� 2�③� 3� (1)�elderly� (2)

homeless�(3)�childhood� 4�④�� 5�②�� 6�①�� 7�③�� 8�②�

 변형 문제 ��can�you�do�me�a�favor�� 9�④�� 10�①
 변형 문제 ��that�everyone�loves�her�� 11�②,�⑤�

12�④� 13�⑤� 14�He�was�so�tired�that�he�went�to�bed�right�after�

dinner.� 15�she�watched�last�night� 16�④� 17�The�food�was�

so�spicy�that�I�couldn’t�eat�it.�� 18�④�� 19�He�was� the�person�

who(m)〔that〕�Kenneth�respected�the�most�in�the�world.�

20�④�� 21�put�pressure�sensors�on�the�heels�of�his�socks�����22�①��

23�②�� 24�③�� 25�He�was�so�happy�that�he�jumped�for�joy.��

26�④�� 27�I�am�the�person�who�you�are�looking�for!�

또또! 나오는�문제 pp. 27~31

01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의	관계이고,	②는	「동사		-	형용

사」의	관계이다.

	  변형 문제 	 「동사		-	명사(사람)」의	관계이다.	동사	

invent의	명사(사람)형은	inventor이다.

� �	|�해석�|�창조하다�:�창조자�=�발명하다�:�발명가

02	 give	up:	포기하다	/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제안

하다	 	|�해석�|�•희망이�있으니�포기하지�마.�•나는�좋은�아이디

어를�생각해�내야�한다.

03	 (1)	‘누군가가	늙거나	늙어가고	있는	것을	공손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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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때	쓰이는’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elder(나이가	더	많은)

에	접미사	-ly를	붙여서	만든다.	elderly:	연세가	드신	(2)	‘집

을	가지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home(집)에	접미사	

-less를	붙여서	만든다.	homeless:	노숙자의,	집이	없는	(3)	

‘어떤	사람이	아이일	때의	삶의	시기’는	child(아이)에	접미사	

-hood를	붙여서	만든다.	childhood:	어린	시절

04	 take	care	of:	~를	돌보다	(=	look	after	/	care	for)

05	 밑줄	친	문장은	상대방에게	‘내	부탁	좀	들어줄래?’라는	의미

의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다.

06	 빈칸	다음	문장인	‘내	여동생	Kate를	위한	거야.’라는	답변으

로	보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이	와야	자연스럽다.

� �	|�해석�|�①�누구를�위한�거니?�②�누구의�생일이니?�③�우리�어디�가

는�거니?�④�그녀에게�무엇을�사�줄�거니?�⑤�우리�언제�쇼핑하러�

갈래?

07	 ③	Kate의	생일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

다.	 	|�해석�|	①�Jaden은�유리에게�무엇을�요청하는가?�②�Jaden

은�무엇을�사기를�원하는가?�③�Kate의�생일은�며칠인가?�④�왜�

Jaden은�Kate에게�선물을�사�주려고�하는가?�⑤�Jaden과�유리는�

언제�쇼핑을�갈�것인가?

08	 대화의	흐름상	②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와야	한다.

	  변형 문제 	대화의	흐름상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와

야	한다.	주어진	어구로	Can	you	do	me	a	favor?라는	도움

을	요청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09	 ④	Mark는	A의	부탁으로	식물에	물을	주겠다고	답했다.	

� �	|�해석�|�①�Mark는�휴가를�갈�것이다.�②�A는�Mark를�파티에�초대

하고�있다.�③�Mark는�일주일�동안�다른�도시에�있을�것이다.�④�

Mark는�A를�위해�식물에�물을�줄�것이다.�⑤�A는�Mark에게�식물

을�나누어�주고�있다.

10	 「주어	+	동사	+	very	+	형용사〔부사〕,	so	+	주어	+	동사	....」

는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인	「주어	+	동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 �	|�해석�|�Matt는�매우�영리해서,�그의�부모님은�그를�자랑스러워한다.�

=�Matt는�너무�영리해서�그의�부모님은�그를�자랑스러워한다.

	  변형 문제 	빈칸	앞에	「so	+	형용사」가	있으므로	결과

의	의미를	갖는	that절을	뒤에	쓴다.

11	 선행사	the	problem을	수식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이다.

� �	|�해석�|�그는�내가�풀지�못한�문제를�풀었다.

12	 선행사가	사물일	때	이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so	

~	that	...	구문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두	that이다.

� �	|�해석�|�•나는�크리스마스에�받은�선물들을�열어보지�않았다.�•그�

문제는�너무�어려워서�아무도�그것을�풀지�못했다.

13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온다.	⑤

는	뒤에	동사만	있으므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가	와야	한다.	whom	→	who	또는	that

� �	|�해석�|�①�나는�함께�있으면�편안함을�느끼는�사람들이�있다.�②�너

는�그가�이야기하고�있는�여자아이를�아니?�③�내가�보고�싶었던�

배우는�오지�않았다.�④�그녀는�내가�만난�적�없는�먼�사촌이다.

14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15	 빈칸에는	선행사	the	movi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덧

붙인다.	빈칸	이하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	that	또는	which를	쓸	수	있으나,	네	단어로	쓰기	위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야	한다.		

16	 ④	the	photos와	you	took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된	형태이다.	생략된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뒤에	them을	쓰지	

않는다.	took	them	→	took� 	|�해석�|�①�나는�내가�지은�집에서�

산다.�②�내가�길에서�본�고양이는�검은색이었다.�③�우리가�주문한�

피자는�맛있었다.�⑤�나는�내�친구에게서�빌린�펜을�잃어버렸다.�

17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주어	+	동

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

사원형	....」으로	쓸	수	있다.	시제가	과거이므로	can’t를	

couldn’t로	쓴다.

18	 ‘~해	왔다’라는	뜻의	현재완료	시제는	「have〔has〕+	과거분

사(p.p.)」이므로	과거분사	형태를	쓴다.

19	 선행사가	사람인	the	person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또는	that을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하고,	관계대

명사절의	목적어	him을	삭제한다.

20	 be	in	shock:	충격에	빠지다	/	wander	off:	돌아다니다,	헤

매다	/	keep	an	eye	on:	~을	계속	지켜보다			

21	 Kenneth의	아이디어는	할아버지의	양말	뒤꿈치에	압력	감

지기를	붙이는	것이었다.

� �	|�해석�|�질문:�할아버지를�보호하기�위한�Kenneth의�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가?�→�그것은�그의�양말�뒤꿈치에�압력�감지기를�붙이

는�것이었다.�

22	 주어진	문장은	①	앞에	나온	‘Kenneth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	첫	번째	일이므로	①에	들어가야	한다.

23	 work는	명사로	‘일,	직장’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일하다,	

작동하다’의	뜻이	있다.	본문의	밑줄	친	ⓐ와	②는	‘작동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 |�해석�|�①�그는�병원에서�일한다.�②�내�컴

퓨터가�작동하지�않는다.�③�나는�그녀를�매일�직장에서�본다.�④�해

야�할�일이�많다.�⑤�나의�아버지는�일요일마다�일하신다.

24	 Kenneth가	시행착오	끝에	할아버지를	위한	그의	장치가	성

공했을	때	기뻐했다는	문장에서	할아버지와	사이가	여전히	

좋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 �	|�해석�|�①�Kenneth는�많은�좋은�친구들이�있다.�②�Kenneth는�장

래에�훌륭한�의사가�될�것이다.�③�Kenneth에게�그의�할아버지는�

여전히�그의�가장�친한�친구이다.�④�Kenneth에게�그의�할머니는�

이제�그의�가장�친한�친구이다.�⑤�Kenneth에게�그의�할아버지는�

더�이상�그의�가장�친한�친구가�아니다.�

25	 Kenneth는	그의	장치가	처음	작동했을	때	너무	기뻐서	펄쩍

펄쩍	뛰면서	좋아했다고	했다.

� �	|�해석�|�질문:�Kenneth는�그의�장치가�처음�작동했을�때�기분이�어

땠는가?

26	 첫	번째	문장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에

서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다.

27	 ‘제가	그	사람입니다’를	먼저	영작한	뒤	the	person	뒤에	선

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수식

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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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

01	 ‘하거나	가지려고	노력해	온	것을	성취하다’라는	의미는	⑤	

succeed(성공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해석�|�①�수리하다,�고

정시키다�②�지지하다,�지원하다�③�존경하다;�존경�④�나누다,�공

유하다

02	 feel	like	-ing:	~하고	싶다		

03	 old의	정중한	표현은	elderly이다.	 	|�해석�|�여러분은�이것을�

‘늙은’의�정중한�표현으로�사용한다.�→�연세가�드신

04	 ④	gift는	‘선물,	재능,	재주’	등의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 �	|�해석�|�①�이�신발은�아주�편안해�보인다.�②�나는�어떻게�좋은�요리

사가�될�수�있을까?�③�그는�지역�우체국에서�일한다.�④�결혼�선물로�

돈을�주는�것은�괜찮다.�⑤�나는�내가�한�실수로부터�교훈을�얻었다.

05	 ‘~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로	감사함을	나타낼	때는	「Thank	

you	for	+	-	ing	~.」의	표현으로	써야	한다.	

06	 ③	오늘이	여자아이의	15번째	생일이라고	했으므로	15살임

을	알	수	있다.	 	|�해석�|�①�여자아이는�그녀의�친구들에게�말하고�

있다.�②�오늘은�어버이날이다.�③�여자아이는�열다섯�살이다.�④�여

자아이는�그녀의�선생님들께�감사하고�있다.�⑤�여자아이는�그녀의�

부모님이�그녀를�이해하지�못한다고�생각한다.

08	 앞	문장에서	유리가	Jaden의	도움	요청에	수락하고	약속	날

짜를	정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고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야	자연스럽다.

09	 유리의	마지막	말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에서	답을	

알	수	있다.

10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쓴다.	④	선행사가	사람인	child(아이)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석�|�너는�네가�버스에�두고�내린�①�모자를�②�가방

을�③�책을�⑤�카메라를�찾았니?�

11	 ‘너무	~해서	…하다’는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

사	...」로	쓸	수	있다.	that절의	주어가	to부정사이므로	가주

어	it을	주어	자리에	쓰고	to부정사는	뒤로	보낼	수	있다.

12	 선행사	the	teacher가	사람이므로	빈칸에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	who,	whom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 �	|�해석�|�이�선생님은�모든�학생이�존경하는�교사이다.

13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형	...」으로	쓸	

수	있다.	 	|�해석�|	James:�Emily,�내가�숙제하는�것�좀�도와줄래?�

01�⑤��������02�④��������03�(e)lderly��������04�④��������05�support�/�

supporting��������06�③��������07�③��������08�②��������09�They�will�go�

shopping�this�Friday�afternoon.������10�④������11�The�wind�was�so�

strong�that�it�was�hard�to�walk.������12�②������13�so�busy�/�she�can’t�

help������14�①������15�②������16�③������17�④������18�①,�⑤������19�다
섯�번째�문장�/�The�singer�who〔that〕�won�the�contest� is�very�

handsome.������20�②������21�④������22�He�respected�his�grandfather�

the�most.������23�④������24�were�/�was������25�⑤������26�①������27�
①������28�invention�/�inventor������29�ⓑ�―�ⓒ�―�ⓐ������30�②������31�
⑤������32�⑤������33�①������34�⑤������35�(1)�Have�you�heard�the�song�

which�he�wrote?�(2)� It’s�the�best�song� I’ve�ever�heard.������36�
(1)�amazing�that� I�took�more�than�10�photos�(2)�boring�that� I�

fell�asleep�during�the�class� (3)�sad�that� I�couldn’t�stop�crying�

튼튼! 만점�도전�문제� pp. 32~37 Emily:�미안하지만,�안�되겠어.�James:�왜�안�돼?�Emily:�나는�지금�

너무�바빠.�→�Emily는�지금�너무�바빠서�James가�숙제하는�것을�

도울�수�없다.�

14	 too	~	to	...는	‘…하기에는	너무	~하다’	즉,	‘너무	~해서	…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

어	+	can’t〔cannot〕	+	동사원형	...」이나	「very	+	형용사〔부사〕,	

so	+	주어	+	can’t〔cannot〕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15	 ⓑ	The	cookies가	주어이고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된	형태이다.	관계대명사절(she	baked)	뒤에	온	be동사가	문

장의	동사이므로	주어와	동사의	수를	맞춘다.	is	→	are	ⓒ	주어	

The	man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와서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므로	관계대명사절에	목적

어	him은	쓰지	않는다.	to	him	→	to	ⓔ	선행사	a	person이	사

람이므로	which가	아닌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이	들

어가야	한다.

� �	|�해석�|�ⓐ�내가�지난주에�보낸�편지는�도착했니?�ⓓ�파란�표지의�책

을�나에게�건네줘.�ⓕ�이것은�내가�방문하고�싶은�장소의�사진이다.

16	 ③	well은	부사이므로	앞에	such가	아닌	so를	써야	한다.	

such는	명사	앞에	쓴다.	such	→	so	 	|�해석�|�①�나는�네가�나

에게�사�준�스카프를�잃어버렸다.�②�이�사람은�내가�함께�여행한�남

자아이다.�④�내가�들어가고�싶은�대학교는�보스턴에�있다.�⑤�그들

은�너무�빨리�걸어서�그곳에�10분�만에�도착했다.

17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18	 ①	‘저’라는	의미로	뒤에	오는	명사	man을	수식하는	지시형

용사로	생략할	수	없다.	②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

끄는	접속사로	생략	가능하다.	③,	④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	가능하다.	⑤	that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임을	알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

략할	수	없다.	 	|�해석�|�①�저기에�있는�저�남자를�봐.�②�나는�그

가�좋은�남자라고�생각한다.�③�이것은�내가�사고�싶은�컴퓨터이다.�

④�우리가�만났던�사람들은�그�호텔에�묵고�있다.�⑤�나는�이�컵케이

크를�가져온�여자아이를�보고�싶다.

19	 선행사	The	singer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won

이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임을	알	수	있다.	whom은	

사람이	선행사일	때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주격	관

계대명사인	who	또는	that으로	고친다.			

� �	|�해석�|�□내가�너에게�준�장난감은�어디�있니?�□그녀는�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좋아하는�여자아이다.�□너는�그�파티에서�만난�남자

를�기억하니?�□내�가족이�방문한�장소는�아름다웠다.

20	 close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친한’,	‘철저한’,	‘가까

이에’,	‘닫다’	등의	뜻이	있다.	 	|�해석�|	①�나는�그와�가까이에�앉

기를�원했다.	②	Kevin과�나는�친한�친구이다.�③�그�그림을�자세히�

봐.�④�창문을�닫아줄�수�있니?�⑤�나의�집은�학교�가까이에�있다.

21	 밑줄	친	ⓑ는	Kenneth의	할아버지로,	본문의	세	번째,	네	번

째	문장에서	①,	②,	③,	⑤의	사실을	알	수	있다.

22	 Kenneth의	할아버지는	Kenneth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었다

고	했다.	

23	 나머지는	모두	Kenneth의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④는	

Kenneth를	가리킨다.		

24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므로	be동사도	단수	형태로	쓴다.

25	 위	글	맨	마지막에	Kenneth가	할아버지의	양말	뒤꿈치에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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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감지기를	붙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어

질	내용으로는	⑤가	알맞다.

26	 주어진	문장의	his	device를	가리키는	it이	처음	나오는	문장

인	When	it	first	worked,	~	의	앞인	①에	와야	한다.

27	 앞에	주어와	be동사가	있으므로	형용사	happy가	와야	한다.	

형용사를	수식해서	‘너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는	so이다.	

28	 ⓐ에는	‘그(Kenneth)의	발명품’이라는	뜻의	invention을,	ⓑ

에는	‘가장	훌륭한	발명가’라는	뜻의	inventor를	써야	한다.	

29	 Kenneth는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우선,	압력	감지

기를	만들고(to	create	a	pressure	sensor),	스마트폰으로	신

호를	보낼	방법을	찾고(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	phone),	또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다양한	

소재들을	시도했다(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온다.

30	 ⓐ에는	사물이	선행사일	때	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에는	사람이	선행사일	때	오는	목적격	관계대

명사	who(m)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31	 ⑤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32	 ⓐ	want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	in은	

전치사이므로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야	한다.

33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는	‘너무	~해서	

…하다’라는	뜻이다.	

34	 두	번째	문장	Join	our	Child	Care	Project	in	Laos.라는	표현

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1)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Have	

you	+	과거분사(p.p.)	~?」의	어순으로	쓴다.	선행사	the	

song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쓴	뒤	수식하는	내용

을	덧붙인다.	(2)	선행사	the	best	song	뒤에	수식하는	내용

을	덧붙인다.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	형태이다.

36	 「주어	+	동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	구

문으로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

다.	 	|�해석�|�(1)�전망이�너무�멋져서�나는�사진을�열�장�이상�찍었다.�

(2)�수업이�너무�지루해서�나는�수업�중에�잠이�들었다.�(3)�나는�너

무�슬퍼서�우는�것을�멈출�수�없었다.

01	 ‘~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로	감사함을	나타낼	때는	「Thank	

you	for	+	-	ing	~.」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	

02	 고맙다는	표현에	대한	응답으로는	You’re	welcome.,	My	

pleasure.	등이	있다.	 	|�해석�|	A:�내�사진�좀�찍어�줄래?�B:�물

론이지.�A:�고마워.�B:�나도�기뻐.�

03	 B가	빈칸	뒤에	바쁘다고	했으므로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표

현을	써야	한다.	요청을	거절하는	표현	중	<조건>에	맞는	표

현은	Sorry,	but	I	can’t.로	쓸	수	있다.		

04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	중	can과	favor를	포함하는	6단어

로	된	문장에는	Can	you	do	me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등이	있다.	 	|�해석�|	A:�내�부탁�좀�들어줄래?�B:�물론이

지.�뭔데?�A:�내�컴퓨터를�고쳐줄�수�있니?�B:�그럼.�문제없어.

05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06	 (1)	선행사	the	book	뒤에	사물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

사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뒤에	목적어	the	book은	생략한다.	(2)	선행사	the	girl	뒤에	

사람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나	that을	쓰고	

뒤에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어	the	girl은	생략

한다.� 	|�해석�|�(1)�그녀는�그�책�읽는�것을�끝냈다.�그녀는�어제�그�

책을�샀다.�(2)�나는�그�여자아이를�본�적이�있다.�나의�오빠는�그�여자

아이와�이야기하고�있다.�

07	 그림에서	여자아이가	배가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

형	...」으로	쓸	수	있다.	일기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can’t의	과

거형	couldn’t로	쓴다.

08	 주어	The	Indian	curry	뒤의	첫	번째	빈칸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	두	번째	빈칸에는	be동사와	‘너

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

어	+	동사	...」	구문을	쓴다.	

� �	|�해석�|�지혜:�너�점심으로�무엇을�먹었니?�민수:�나는�인도�카레를�

먹었어.�Tom이�그것을�만들었어.�지혜:�그�카레�괜찮았니?�민수:�

음,�나는�그것이�너무�매워서�좋지�않았어.�→�Tom이�만든�인도�카

레는�너무�매워서�민수는�그것을�좋아하지�않았다.�

09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	구문을	이용한다.� |�해석�|�유진이는�매우�열

심히�공부했다.�그녀는�반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유진이

는�매우�행복했다.�그녀는�기뻐서�펄쩍펄쩍�뛰었다.

10	 such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	형용사	sad가	있으므로	

such를	so로	고쳐야	한다.	/	선행사	the	person이	사람이므

로	사물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ich는	쓸	수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므로	who,	whom,	또는	that을	쓰거나	생

략할	수	있다.

11-1	선행사	the	cap이	사물이므로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who는	쓸	수	없다.

� �	|�해석�|�나는�그�남자아이가�쓰고�있는�모자가�마음에�든다.

11-2	 ‘그	열쇠는	내	것이	아니다’를	먼저	배열한	후	명사	the	key	

01�for�helping�me�������02�(p)leasure�������03�Sorry,�but�I�can’t.�������04�

Can�you�do�me�a�favor?�/�Can�I�ask�you�a�favor?�������05�The�book�

was�so�good�that�I�read�it�twice.�������06�(1)�has�finished�reading�the�

book�which〔that〕�she�bought�yesterday�(2)�have�seen�the�girl�

who(m)〔that〕�my�brother�is�talking�to�������07�much�that�I�couldn’t�

eat�anything�������08�which〔that〕�/�was�so�hot�that�Minsu�didn’t�like�

it�������09�studied�so�hard�that�she�got�the�highest�score�/�so�happy�

that�she�jumped�for�joy������10�They�looked�so�sad�that�I�wanted�to�

help�them.�/�I�am�the�person�(who(m)〔that〕)�you�are�looking�for!�������

11-1�who�������11-2�The�key�you�found�is�not�mine.��������11-3�Can�you�

return�the�books�(which〔that〕)�I�borrowed�from�the�library?�������12�(1)�

Sure.�(2)�You’re�welcome.�������13�can�you�help�me�with�my�science�

project�������14�(1)�The�water�is�so�clean�that�I�can�see�the�bottom.�(2)�

The�water�is�clean�enough�to�see�the�bottom.�(3)�I�can�see�the�

bottom�because�the�water�is�very�clean.�������15�(1)�which�you�were�

reading�last�time�(2)�which�I�want�to�b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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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네가	찾은’이라는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the	key

와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11-3	 ‘너는	~할	수	있니?’는	「Can	you	+	동사원형	~?」으로	쓴

다.	선행사	the	book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수식

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이때	the	books가	사물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12	 (1)	빈칸	다음의	A의	응답으로	보아	B가	도움	요청에	수락하는	

대답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	고맙다는	말에	대한	응답이	와

야	한다.	 	|�해석�|	A:�이�탁자를�나와�함께�옮겨�줄래?�그건�너무�

무거워.�B:�물론이지.�A:�도와줘서�고마워.�B:�천만에.��

13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Can	you	+	동사원형	~?」이라

는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help	~	with	...」는	‘~가	…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다.

14	 (1)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동사	...」로	쓸	수	있다.	(2)	‘…할	정

도로	충분히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형용사〔부사〕

+	enough	+	to부정사	...」로	쓸	수	있다.	(3)	주어진	두	문장

은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므로	「주어	+	동사	...	because	+	주

어	+	동사	+	very	+형용사〔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	|�해석�|�그�물은�매우�깨끗하다.�나는�그�바닥을�볼�수�있다.

15	 (1),	(2)	선행사	the	book이	사물이므로	뒤에	목적격	관계대

명사	which를	쓴다.	(1)	which	뒤에	‘네가	지난번에	읽고	있

었던’이라는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2)	which	뒤에	‘내

가	빌리고	싶은’이라는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01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③은	반의어	관계이다.

02	 ⑴	‘누군가의	인격이나	생각에	대해	아주	좋은	의견을	갖다’는	

respect(존경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⑵	‘누군가에게	돈이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다’는	support(지원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	wander:	돌아다니다,	헤매다,		invent:	발명하다

03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give	me	a	hand?	등을	쓴다.

04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니?’라는	질문은	‘내	여동생	Kate를	위

한	거야.’라는	답변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5	 Jaden은	그의	여동생	Kate가	다리를	다쳐서	그녀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야구	모자를	사	주려고	한다.

06	 각각	앞에	haven’t와	have가	있으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만드

는	과거분사	형태인	had와	been이	와야	한다.	

07	 「try	+	to부정사」는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고,	

「proud	+	to부정사」는	‘~해서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다.	

08	 여자아이는	그녀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01�③����02�(1)�respect�(2)�support����03�②����04�②����05�③����06�①����07�

①����08�She�is�thanking�her�parents〔mom�and�dad〕.����09�③����10�⑤����

11�I�was�so�sleepy�that�I�drank�three�cups�of�coffee.����12�⑤����13�④����

14�(1)�(that)�children�play�with�(2)�who〔that〕�cooks�food�(3)�(who
〔that〕)�you�work�with����15�①,�③����16�②����17�③����18�④����19�He�was�

the�person�who�Kenneth�respected�the�most�in�the�world.����20�③����

21�④����22�There�were�many�things�that�Kenneth�had�to�do.����23�his�

device����24�④����2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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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선행사가	사물	something이므로	이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이	와야	한다.

� �	|�해석�|�나는�내�책상에�놓을�수�있는�귀여운�뭔가를�찾고�있다.

10	 an	actress는	사람을	나타내는	선행사이므로	⑤	관계대명사	

which와는	함께	쓸	수	없다.

� �	|�해석�|�그녀는�내가�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는�영화배우이다.

11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시제가	과거이므로	동

사를	과거형으로	쓴다.	

12	 나머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

고,	⑤는	so	~	that	...	구문에	쓰인	that이다.	 	|�해석�|�①�내가�

저녁�식사에�초대한�부부는�나타나지�않았다.�②�그가�직장에�타고�

가는�스쿠터는�수리가�좀�필요하다.�③�나는�우리가�등반했던�산의�

이름을�모른다.�④�내가�지난달에�산�스마트폰은�벌써�고장�났다.�⑤�

그는�너무�위험하게�운전해서�나는�그와�함께�가고�싶지�않다.

13	 The	hat은	문장의	주어이자	선행사로	사물이므로	관계대명

사	which나	that을	쓸	수	있다.	which가	이끄는	절에	목적어

가	없으므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생략이	가능

하다.	뒤에	동사	is는	주어	The	hat에	수	일치를	시키므로	어

법상	옳다.	 	|�해석�|�내가�사고�싶은�모자는�할인�중이다.

14	 각각의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쓴	뒤	설명을	덧붙인다.	

(1)은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쓰거

나	생략할	수	있고,	(2)는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주격	관계대

명사	who와	that	모두	쓸	수	있다.	(3)은	선행사가	사람이므

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15	 ‘너무	~해서	…하다’는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

사	...」	또는	such	~	that		...으로	표현할	수	있다.	such	뒤에

는	명사가	온다.	②	so	→	such	④,	⑤	such	→	so

� �	|�해석�|�①�날씨가�너무�좋아서�우리는�수영을�하러�갔다.�③�나는�너

무�수줍어서�학급�학생들�앞에서�말할�수�없었다.�

16	 ②	선행사	the	volunteer	work는	사람이	아니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쓸	수	없다.	whom	→	which〔that〕	또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17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	close	to:	~와	친한

18	 밑줄	친	ⓒ와	④는	‘교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

두	‘수업’	또는	‘강습’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해석�|��①�나는�

수업�중에�잠이�들었다.�②�그녀는�피아노�강습을�듣기�시작했다.�③�

나는�내일�테니스�강습이�있다.�④�나는�내�실패로부터�교훈을�얻었

다.�⑤�오늘의�수업은�세상에서�가장�긴�강에�관한�것이다.�

19	 선행사	the	person	뒤에	사람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

사	who를	쓴	뒤	‘Kenneth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이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20	 (A)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B)	wander는	‘헤매

다’라는	뜻이고	wonder는	‘궁금하다’라는	뜻이다.	(C)	heel

은	‘뒤꿈치’,	hill은	‘언덕,	산’이라는	뜻이다.

21	 Kenneth가	4살	때	Kenneth의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아서	길을	잃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

다녀서	누군가가	밤새	할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22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먼저	영작한	뒤,	선행사	

many	things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서	‘Kenneth

가	해야	할’이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시제가	과거이므로	be동

사는	were로,	have는	had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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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밑줄	친	it은	앞	문장에	나온	Kenneth가	만든	장치를	가리킨다.

24	 밑줄	친	ⓑ와	④의	t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

는	접속사이다.	①은	‘그렇게’라는	뜻의	부사,	②는	‘저’라는	

뜻의	지시형용사,	③은	‘저	사람’이라는	뜻의	대명사,	⑤는	목

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해석�|�①�나는�그렇게�오래�기다

릴�수�없다.�②�저기�있는�저�여자아이를�봐.�③�저�사람은�내가�어제�

만난�남자이다.�④�나는�그가�대회에서�우승할�거라고�생각한다.�⑤�

그것은�내가�지금까지�본�최고의�영화이다.

25	 ④	Kenneth가	몇	번	실패했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	|�해석�|�①�그가�해야�했던�첫�번째�일은�무엇이었는가?�②�그는�왜�

다양한�소재를�시도했는가?�③�그가�포기하고�싶었을�때�그는�무엇

에�대해�생각했는가?�④�그는�몇�번�실패했는가?�⑤�그는�장치를�만

드는�데�성공했을�때�기분이�어땠는가?

� �	|�해석�|�너는�①�내가�마음에�들어�한�③�오늘�아침에�내가�본�④�너에

게�너무�큰�⑤�네가�더�이상�입지�않는�그�재킷을�나에게�줄�수�있니?�

11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은	「주어	+	동사	+	so	+	

	 형용사〔부사〕+	that	+	주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 �	|�해석�|�음악이�너무�시끄러워서�나는�아무것도�들을�수�없었다.

12	 ①	was	이하	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써서	선행사	a	watch를	수식하도록	한다.	③	

whom	뒤에	동사가	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이

므로	who	또는	that을	쓴다.	whom	→	who	또는	that

� �	|�해석�|�②�나는�내가�지지하는�사람이�선거에서�이길�거라고�생각한

다.�④�우리는�네가�추천한�식당에�갈�것이다.�⑤�나는�치마와�바지�

둘�다에�신을�수�있는�신발을�원한다.

13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동사원형	...」	또는	

too	~	to	...로	쓸	수	있다.

� �	|�해석�|�나는�매우�신이�났기�때문에�잠을�잘�수�없었다.�

14	 the	questions를	선행사로	하여	뒤에	‘그가	질문한’이라는	설

명을	덧붙인다.	7단어라는	조건에	맞게	the	questions와	he	

사이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된	형태이다.

15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

〔부사〕+	that	+	주어	+	can’t〔cannot〕+	동사원형	...」으로	쓸	

수	있다.	

16	 so	that	~은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므로	문장의	흐름에	

알맞지	않다.	따라서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인	

so	~	that	...으로	고쳐야	한다.	

17	 접속사	since는	‘~	때문에’라는	뜻과	‘~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인다.	본문의	밑줄	친	Since와	⑤의	since는	현재완료	시제	

문장에	쓰여	‘~	이후로’라는	의미로	쓰였다.

� �	|�해석�|�①�나는�돈이�없기�때문에�그것을�살�수�없다.�②�어두웠기�때

문에�나는�불을�켰다.�③�그는�버스를�놓쳤기�때문에,�늦을�것이다.�

④�그녀가�아직�집에�오지�않았기�때문에�나는�걱정된다.�⑤�그는�

TV에�나온�이후로�유명해졌다.

18	 ①	Kenneth	가족이	몇	명이었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19	 ⓐ는	so	~	that	...	구문의	that을,	ⓑ는	many	things라는	선

행사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20	 ④	도하가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해석�|	①�

도하는�자원봉사�프로그램에�참여하기를�원한다.�②�도하는�TV에서�

불쌍한�개들을�봤다.�③�도하는�개들을�돕고�싶어�한다.�④�도하는�잃

어버린�개를�찾고�있다.�⑤�도하는�개들을�목욕시킬�수�있다.

21	 내용의	흐름상	Kenneth의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

고	병세가	더	나빠져서	가족들이	밤새	지켜봐야	하는	힘든	상

황이므로	②는	어색한	문장이다.	happy	→	in	shock	등

22	 ‘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so	+	형용사〔부사〕

+	that	+	주어	+동사	...」로	쓸	수	있다.

23	 선행사	many	thing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that	이하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관계대명사절에	목

적어를	쓰지	않는다.	do	them	→	do

24	 ‘~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when이다.

25	 (A)	동사	succeeded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한다.	(B)	앞에	

be동사가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C)	동사	worked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한다.

01�①����02�③����03�②����04�②,�③����05�①����06�⑤����07�②����08�He�will�

go�to�the〔A’s〕�birthday�party.����09�①������10�②������11�The�music�was�

so�loud�that�I�couldn’t�hear�anything.������12�①,�③������13�①,�④������14�

The�questions�he�asked�are�very�important.������15�②������16�hard�so��

/�so�hard������17�⑤������18�①������19�that������20�④������21�②������22�so�/�

that������23�do������24�③������2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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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고,	①은	유의어	관계이다.

02	 give	up:	포기하다	/	cheer	up:	기운	내다,	~를	격려하다

� �	|�해석�|�•나는�추위를�좋아하지�않지만,�스키�타는�것을�포기할�수�없

다.�•그녀는�내가�기분이�안�좋을�때�항상�나의�기운을�북돋아�준다.�

03	 ‘누군가를	아주	잘	알고	그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은	②	

close(친한,	가까운)에	대한	설명이다.

� �	|�해석�|�①�지역의�③�어린�④�자랑스러워하는�⑤�연세가�드신��

04	 화자는	Smith	선생님에게	자신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긍정의	내용이	

와야	자연스럽다.	

05	 ①	화자의	이름은	본문에서	알	수	없다.	

� �	|�해석�|�①�화자의�이름은�무엇인가?�②�이야기의�목적은�무엇인가?�

③�화자는�누구에게�말을�하고�있는가?�④�화자와�Smith�씨의�관계

는�무엇인가?�⑤�Smith�씨는�매일�아침�무엇을�하는가?

06	 ‘~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로	감사함을	나타낼	때는	

「Thank	you	for	+	고마운	일.」	또는	「I	appreciate	+	고마운	

일.」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석�|�A:�내�부탁�좀�들어줄래?�

B:�물론이지.�뭔데?�A:�교실�좀�청소해�줄래?�B:�알았어.�A:�도와

줘서�고마워.�①�마음껏�먹어.�②�내가�도울게.�③�내가�널�도울�수�

있어.�④�나는�어쩔�수�없었어.�⑤�도와줘서�고마워.�

07	 A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냐고	묻자,	Eric이	‘물론이

지.’라고	긍정으로	답했으므로	빈칸에는	‘자신을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Eric은	A의	생일	파티	초대에	응했으므로	주말에	생일	파티

에	갈	것이다.	

09	 선택지	중에서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	중	주격과	

목적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은	who이다.

10	 빈칸에는	선행사	the	jacket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올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으나	주격	관계대

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②	has	→	which〔that〕	h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