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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01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①은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거대한	-	아주	작은	②	여행	③	남아	있다	④	주로,	일반

적으로	⑤	휴가	

02	 	①	at	last:	마침내	(=	finally)

03	 	매일	당신이	행하고	보는	것들을	써서	기록한	것:	journal(일기)

04	 	완전히	물로	둘러싸인	땅의	일부:	island(섬)

05	 	완전하고	흠이나	약점이	없는:	perfect(완벽한)

06	 	have	a	cold는	‘감기에	걸리다’라는	의미로,	catch	a	cold로	

바꿀	수	있다.	 �|	해석	|	많은	아이들이	겨울에	감기에	걸린다.

07	 	①	‘비가	많이	오는’,	②	‘흐린’,	③	‘화창한’,	④	‘바람이	많이	부

는’은	모두	⑤	‘날씨’에	포함	된다.

08	 	②	‘문어’,	③	‘게’,	④	‘해파리’,	⑤	‘굴’은	①	‘해산물’에	포함	된다.

09	 	a	lot	of:	많은	/	thousands	of:	수천의	

	 	|	해석	|•나는	함께	놀	친구가	많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축제

를	즐기기	위해서	왔다.

10	 	②	object는	명사로	‘목표’라는	의미와	동사로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	해석	|	•그의	인생	목표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①	순

간	③	기회,	가능성	④	일기	⑤	포착하다;	포획	

01	①						02	①						03	journal						04	island						05	perfect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❶ 경험 묻고 답하기 Check Up | p. 6
1		Have	/	have	 		 		2	No	/	I	haven’t	 	

3	Have	you	ever	had	a	pet?	 	4	⑤	

❷ 날씨 묻고 답하기 Check Up | p. 7

 1	How	 	2	②	 	3	snowing	 		 	 4	④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3	to	eat	/	to	eat	with	 	4	②

❷ it(가주어) ~ to부정사(진주어) Check Up | p. 11

1	(1)	It	(2)	for							2	(1)	It	/	to	go	(2)	It	/	to	find							3	It	is	dangerous	

for	him	to	walk	on	this	road.							4	①

❶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Check Up | p. 10
 1	 (1)	to	help	(2)	to	write	on			2	(1)	There	is	nothing	to	eat	in	the	

refrigerator.	(2)	The	girl	has	many	dolls	to	play	with.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뒤에	나오는	to부정사가	문장의	진주어이므로	빈칸에는	가주

어	It을	쓴다.

	 	|	해석	|	네가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	

02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진주어로	

쓰인	to부정사의	to가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

는	명사	any	new	books를	수식하는	‘~할’이라는	의미를	가

진	to부정사의	to가	들어가야	한다.	 �|	해석	|•수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그는	읽을	새	책이	하나도	없었다.

03	 명사	water	뒤에서	‘~할’이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wat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고쳐야	한다.

	 	|	해석	|	A:	너는	하이킹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올	거니?	B:	나는	하

이킹	중에	마실	물을	가져올	거야.

04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를	쓴다.	

05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

가	와야	한다.	 �|	해석	|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용했다.	

06	 「가주어	It	+	be동사(+	not)	+	형용사	+	for	+	목적격	+	to부정

사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해석	|	드럼을	치는	것은	나에게	쉽지	않다.	

07	 명사	뒤에	전치사구,	관계사절,	to부정사	등이	와서	명사를	수

식할	수	있지만,	②	동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

	 	|	해석	|	나는	①	독특한	③	파티에	입고	갈	④	삼촌의	결혼식을	위한	

⑤	이	신발과	어울리는	원피스를	찾고	있다.

08	 「가주어	It	+	be동사」와	진주어	to부정사	사이에	형용사를	쓰

면	‘~하는	것은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해석	|	재활용하

는	것은	①	재미있다	②	쉽다	③	현명하다	⑤	중요하다.

09	 주어로	쓰인	to부정사	구문이	긴	경우,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

에	쓰고	진주어	to부정사	이하를	문장	뒤로	보내는	것이	자연

스럽다.	 	|	해석	|	네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10	 앞에	있는	명사	reason(이유)을	수식하면서	‘~할’이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고쳐	쓴다.			

	 	|	해석	|	그	차를	살	이유가	없다.	

11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은	「It	is	impossible	+	to

부정사	~.」이다.	everything	뒤에	사물을	수식하는	주격	관

계대명사	that을	쓴	뒤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happens를	덧

붙인	⑤가	알맞다.	

12	 <보기>의	주어진	문장과	③의	밑줄	친	to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

01	①						02	①						03	to	drink						04	to	learn						05	④						06	It	is	

not	easy	for	me	to	play	the	drums.						07	②						08	④						09	is	

wrong	to	lie	to	your	parents						10	to	buy						11	⑤						12	③						

13	③,	⑤						14	He	wants	to	buy	some	flowers	to	plant	in	his	

garden.						15	meet	/	to	meet						16	④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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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③						10	④						B			1		huge						2	island						3	object						4	portrait						

5	forecast						6	everyday						7	seafood						8	moment						9	pack						

10		with	a	smile						11	타조						12	신비한,	불가사의한						13	여행,	항

해						14	절,	사원						15	흐린						16	마침내						17	주인						18	~에	들

어가다						19	일기를	쓰다						20	과도하게						C			1		vacation					2	trip	

/	drawing	/	journal					3	guess	/	remain					4	popular					5	portrait	

/	famous	/	graduated	from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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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	④는	각각	동사	

decided와	wan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고,	②는	‘사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⑤는	진주

어로	쓰인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적	용법이다.	

	 	|	해석	|	<보기>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①	나는	

피아노	교습을	받기로	결정했다.	②	그는	모자를	사기	위해	쇼핑몰

에	갔다.	③	나는	오늘밤에	해야	할	숙제가	없다.	④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니?	⑤	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다.

13	 ③,	⑤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형용사	뒤에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③	listen	→	to	listen	⑤	to	getting	→	

to	get	 �|	해석	|	①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하는	것은	쉽다.	②	네	장

점에	집중하다니	너는	똑똑하구나.	④	네	과제물을	제시간에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명사	some	flowers	뒤에	‘그의	정원에	심을’에	해당하는	내

용을	to부정사를	이용해	쓴다.		

15	 동사	meet을	앞에	있는	명사	a	chance를	수식하는	to부정사

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고쳐야	어법상	옳다.	

16	 ①,	②에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③,	⑤에는	앞의	

명사〔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들어

가야	한다.	→	to	do	④는	앞에	have가	있으므로	현재완료를	

만드는	과거분사(p.p.)가	와야	한다.	→	done

	 	|	해석	|	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	②	네가	숙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③	나는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④	너는	네	기술을	향

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왔니?	⑤	그는	이번	주말에	할	일이	없다.

1 	for						 2 	During						 3 	to capture						 4 	At last						 5 	places						

6 	After						 7 	It						 8 	to see						 9 	A few						10	indoors						11	than						

12	was full of 						 13	While						 14	so						 15	everyday						 16	has 

become						17	since						18	who						19	get into						20	much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1	Hi,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2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three days.  3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4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5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6	

After a two-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7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8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9	What were they for?  10	I guess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11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12	A few colors will be enough.  13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14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15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16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17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18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19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20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anything for dinner.  21	It is O.K.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22	Our last stop was 

Oxford.  23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24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25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26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27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28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29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30	Create 

your own avatar.   31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01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고,	③은	유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쉬운	-	어려운	②	(짐을)	싸다	-	(짐을)	풀다	③	마침내,	결

국	④	인기	있는	-	인기	없는	⑤	중요한	-	중요하지	않은	

	  유사 문제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고,	②는	유의어	관

계이다.	 �|	해석	|	①	거대한	-	아주	작은	②	주로,	일반적으로	③	

안	-	밖	④	완벽한	-	불완전한	⑤	나타나다	-	사라지다

02	 (1)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은	forecast(예보,	예측)에	대한	설명이다.	

(2)	‘특히	사람의	머리와	어깨가	나오는	그림	또는	사진’은	

portrait(초상화,	인물	사진)에	대한	설명이다.	/	avatar:	아바

타,	journal:	일기	

03	 ⑤의	book은	동사로	‘예약하다,	예매하다’라는	의미이고,	나

머지는	모두	명사로	‘책’이라는	의미이다.

	 	|	해석	|	①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②	제가	이	책을	빌려도	되나

요?	③	나는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⑥	이	책은	이탈리아	음

식에	관한	것이다.	⑤	너는	일찍	그	표를	예매해야	한다.	

04	 graduate	from:	~를	졸업하다	/	go	on	a	field	trip:	현장	학

습을	가다	 �|	해석	|	•나는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그녀의	학급은	경주로	현장	학습을	갈	것이다.

05	 상대방에게	‘너는	전에	~한	적이	있니?’라는	의미로	과거부

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물을	때	「Have	you(+	ever)+	과거분

사(p.p.)	~	before?」의	표현을	사용한다.

06	 호주에	가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빈칸	뒤에	시드니에서	1년	

살았다고	했으므로	긍정의	답을	해야	하며,	「have	you	+	과

거분사(p.p.)	~?」로	물었으므로	답은	①이	알맞다.

07	 수호는	모자와	우산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	해석	|	①	Anna는	시드니에	가본	적이	없다.	②	수호는	일주일	동

안	시드니를	방문할	것이다.	③	4월에	호주는	봄이다.	④	4월에	시드

니는	주로	날씨가	맑다.	⑤	수호는	그의	모자와	우산을	챙길	것이다.	

01	③	  유사 문제 		②						02	(1)	forecast	(2)	portrait						03	⑤						

04	④						05	②						06	①						07	⑤						08	ⓑ	-	ⓐ	-	ⓒ	-	ⓓ						09	②,	⑤	

 유사 문제 		①,	③						10	③						11	④						12	to	invite						13	①						

14	④						15	①	  유사 문제 		⑤						16	④						17	①						18	⑤						19	

While	I	was	busy	eating						20		That	/	It						21	④						22	④						23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24	②						25	
⑤						26	②						27	①						28	④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



정답과 해설

정답과 해설_미래엔(최연희) 2_Lesson 3    3

3
단원

09	 날씨를	묻는	표현은	How’s	the	weather?	또는	What’s	the	

weather	like?이다.

	  유사 문제 	빈칸	다음	문장에서	우산을	챙기라고	했으

므로	비가	올	것이라는	표현이	와야	자연스럽다.

	 	|	해석	|	②	꽤	추워질	수	있습니다	④	계속해서	맑을	것입니다	⑤	맑

은	날이	예상됩니다

10	 ⓐ는	앞에	be동사가	있으므로	날씨를	나타내는	형용사	

cloudy가,	ⓑ는	「be	going	to	+	동사원형」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동사원형이	들어가야	한다.

11	 ⓐ	앞에	있는	명사	chair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가	되어야	한다.	ⓑ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	해석	|•이것은	내가	앉기	가장	좋아하는	의자이다.	•매일	운동하

는	것은	쉽지	않다.

12	 앞에	있는	명사	many	friends를	수식하여	‘~할’이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	to부정사를	쓴다.

13	 it은	‘그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진주어인	

to부정사가	있는	문장의	가주어로	쓰일	수도	있다.	

	 	|	해석	|•나는	인도	카레를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것은	아주	맛있었

다.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이	가능하니?

14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며	‘~할’이라는	뜻을	갖는	것은	형용

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①	to	catching	→	to	catch	②	

sending	→	to	send	③	구동사의	경우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

도록	유의한다.	to	listen	→	to	listen	to	⑤	visit	→	to	visit

	 	|	해석	|	④	여기	런던에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다.

15	 나머지는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

법이고,	①은	‘~하기	위해’라는	뜻의	부사적	용법이다.	

	 	|	해석	|	①	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탔다.	②	먹을	것	좀	있

니?	③	그녀는	나에게	무대에서	연기할	기회를	줬다.	④	시험에	대

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⑤	그는	밤에	읽을	책을	몇	권	빌렸다.	

	  유사 문제 	나머지는	모두	진주어로	쓰인	‘~하는	것’이

라는	의미의	명사적	용법이고,	⑤는	‘~할’이라는	의미로	명사

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	해석	|	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다.	②	그	집을	찾는	것은	어

렵지	않았다.	③	영어를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한가?	④	그를	직접	만

난	것은	놀라웠다.	⑤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좋은	영화였다.	

16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to부정사가	긴	경우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쓰고,	진주어	to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낼	수	있다.	

	 	|	해석	|	<보기>	매일	밤	이를	닦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7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는	‘~하는	것은	…이다

〔하다〕.’라는	의미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때	to부정

사의	형태는	「to	+	동사원형」으로	쓴다.	①	to	baking	→	to	

bake	 �|	해석	|	②	지구를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③	번

지	점프를	시도한	것은	아주	무서웠다.	④	그가	수업	도중에	깨어있

는	것은	쉽지	않았다.	⑤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다.	

18	 밑줄	친	ⓐ와	⑤의	to는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에	쓰인	to이다.	①은	‘~에게’라는	의미의	전치사,	

②,	③은	명사적	용법의	to부정사에	쓰인	to,	④는	부사적	용

법의	to부정사에	쓰인	to이다.	 �|	해석	|	①	그	소년은	그	소녀에

게	말을	하고	있다.	②	다른	누군가의	작품을	베끼는	것은	옳지	않

다.	③	너는	어떤	집을	짓고	싶니?	④	그	돼지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사용했다.	⑤	나는	청바지에	신을	신발을	찾고	있다.

19	 ‘~하는	동안’은	「while	+	주어	+	동사」로	나타낸다.	시제가	과

거임에	주의한다.	/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20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인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가	되어야	한다.	

21	 last는	형용사로	‘마지막’	또는	‘지난’이라는	뜻이	있고	부사로

는	‘마지막으로’,	동사로는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

다.	at	last:	마침내	 �|	해석	|	①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니?	②	

나는	집에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③	마침내	그들은	그	뜻을	알

아챘다.	④	그녀는	지난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⑤	그	배터리는	

2~3일	지속될	것이다.

22	 ‘~	동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during이	들어가야	한다.	같은	

의미인	while은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23	 주어를	that으로	하고,	‘담아내다’라는	의미의	capture가	명

사	a	great	way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가	되도록	한다.	capture의	목적어로	‘모든	특별한	순간들

을’에	해당하는	어구를	써야	한다.

24	 ⓐ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뒤에	진주어인	to부정

사가	와야	한다.	ⓑ	try	to	+	동사원형:	~하려고	노력하다	

25	 ⑤	스톤헨지를	누가	세웠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26	 주어진	문장의	주어	It은	②의	앞	문장의	Christ	Church	

College를	가리키고,	②의	뒷문장의	the	movies는	주어진	문

장의	the	Harry	Potter	movies를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②에	와야	한다.

27	 선행사가	사람(famous	people)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28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여	‘훨씬	더	~한’이라는	의미를	나

타내며	④	a	lot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1	①	  변형 문제 		sunny		 2	①		 3	④		 4	(w)eather		

5	②		 6	①		 7	It	is	autumn〔fall〕.		 8	③	  변형 문제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9	③	 10	③	 11	⑤
 변형 문제 		④	 12	④	 13	①	 14	It	/	to	learn	new	facts		

15	to	give	to	his	friends	 16	②	 17	②	 18	It	is	difficult	to	learn	

19	③	 20	huge	stones	 21	⑤	 22	④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③	 28	④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01	 나머지는	「형용사		-	부사」의	관계이고,	①은	「명사	-	형용사」

의	관계이다.	 �|	해석	|	①	해	-	화창한	②	진짜의	-	진짜로	③	마지

막의	-	마지막으로	④	대부분의	-	대체로	⑤	실제의	-	실제로	

	  변형 문제 	「명사：형용사」의	관계이다.	명사	sun의	

형용사형은	sunny이다.

	 	�|	해석	|	해	:	화창한	=	불가사의	:	불가사의한

02	 at	last:	마침내	/	last	month:	지난달에	 �|	해석	|•마침내	그들

은	그	경기에서	이겼다.	•나는	지난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03	 ④	object는	명사로는	‘물체’,	‘목표’,	동사로는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다.	 �|	해석	|	①	너는	무슨	학교를	졸업했니?	②	그는	10년	

동안	일기를	써오고	있다.	③	너는	왜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니?	④	

공은	경기에	사용되는	둥근	물체이다.	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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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덥거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서의	대기의	상태’는	weather(날씨)에	대한	

설명이다.

05	 ‘너는	전에	~한	적이	있니?’라는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전에’

에	해당하는	부사는	②가	알맞다.

06	 날씨를	묻는	표현은	How	is	the	weather	~?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	등이다.

07	 Anna의	두	번째	말에서	답을	알	수	있다.

	 	�|	해석	|	질문:	4월에	호주는	무슨	계절인가?	→	가을이다.

08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

(p.p.)	~?」이다.	

	  변형 문제 	빈칸	다음의	No,	I	haven’t.라는	답변으

로	보아	경험을	묻는	현재완료	시제의	의문문이	와야	한다.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	?」의	어순으로	영작한다.	

09	 ③	Katie는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번지	점프를	했다고	했으

므로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	 �|	해석	|	①	Bill은	번지	점프

를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	②	Bill은	번지	점프하러	가고	싶어	한다.	

③	Katie는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있다.	④	Katie는	번지	점프가	무

섭다고	생각한다.	⑤	Katie는	번지	점프를	시도하고	싶지	않다.

10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

정사가	되어야	한다.

	 	�|	해석	|	네가	운전을	하는	동안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11	 나머지는	모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고,	⑤는	it(가주어)	~	to부정사(진주어)에	쓰인	명사적	용법

의	to부정사이다.	

	 	�|	해석	|	①	나는	세탁해야	할	셔츠가	몇	개	있다.	②	그는	글을	쓸	펜

이	필요했다.	③	Tony는	항상	이야기할	재미있는	농담이	있다.	④	

네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할	시간이다.	⑤	너의	감정을	그들에게	보

여주는	것이	좋다.		

	  변형 문제 	<보기>와	④의	밑줄	친	to부정사는	앞의	명

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①은	형용사를	수

식하는	부사적	용법,	②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

법,	③은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⑤는	동사	decided

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	해석	|	<보			

기>	의사가	되려는	너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①	그	물은	마시기

에	안전하지	않다.	②	그들은	너를	만나서	아주	기쁠	것이다.	③	우

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다.	④	그	아이들은	가지고	놀	

장난감이	많았다.	⑤	그녀는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12	 ④	watch는	‘(웹사이트에서)	볼’이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명

사	a	lot	of	movies를	수식해야	하므로	to부정사의	형태로	써

야	한다.	watch	→	to	watch

	 	�|	해석	|	①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가는	것은	재미있었다.	②	주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③	스페인에서	사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이	뭐니?	

⑤	전교생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13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가주어	It이	있는	문장의	진주

어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은	to부정사이다.	 �|	해석	|	•그들은	돌

봐야	할	아기가	있다.	•그	아기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은	힘들었다.

14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의	it(가주어)	~	to부정

사(진주어)	구문인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를	

이용한다.		

15	 명사	cookies	뒤에	‘그의	친구들에게	줄’이라는	의미의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그	이하의	어구를	쓴다.			

	 	�|	해석	|	수민:	준호야,	너	뭐	하니?	준호:	나는	쿠키를	굽고	있어.	수

민:	너는	그것들을	먹을	거야?	준호:	아니.	나는	그것들을	내	친구

들에게	줄	거야.	→	준호는	그의	친구들에게	줄	쿠키를	굽고	있다.	

16	 ②	의미상의	주어	앞에	사람의	성격,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가	쓰인	경우	「of	+	목적격」으로	쓴다.	일반적인	형용사가	쓰

인	경우에는	「for	+	목적격」으로	쓴다.	

	 �|	해석	|	①	그가	그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쉽다.	②	그녀가	그를	믿

다니	어리석다.	③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④	그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그들이	곧	이곳을	떠날	필

요가	있다.

17	 <보기>의	밑줄	친	to부정사와	ⓐ,	ⓑ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는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	ⓔ는	부사적	용법이다.

	 	�|	해석	|	<보기>	일어날	시간이다.	ⓐ	이	게임을	할	사람이	있니?	ⓑ	

그들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	감기에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많

이	마시는	것이	좋다.	ⓓ	나는	이따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지금	숙

제를	하고	있다.	ⓔ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그녀는	아주	열심히	

댄스	연습을	했다.

18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의	「It	+	be동사	+	형용

사	+	to부정사	~.」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19	 (A)	「one	of	the	+	형용사의	최상급	+	복수명사」는	‘가장	~

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다.	(B)	two와	hour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할	때	hour는	단수로	쓴다.	(C)	

thousands	of:	수천의	

20	 they는	앞에	나온	‘거대한	돌들’인	huge	stones를	가리킨다.		

21	 ⑤	Lucy가	스톤헨지에서	반지를	샀다는	언급은	없다.				

	 	�|	해석	|	①	스톤헨지는	신비한	장소이다.	②	Lucy는	런던에	산다.	③	

스톤헨지는	Lucy의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④	Lucy는	거대

한	돌들을	보고	놀랐다.	⑤	Lucy는	스톤헨지에서	보석	반지를	샀다.

22	 ④	‘머물기에	인기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	명사	a	

popular	pla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고

친다.	staying	→	to	stay

23	 be	full	of:	~로	가득하다(=	be	filled	with)

24	 object는	‘물체,	목표;	반대하다’	등의	뜻이	있다.	

	 	�|	해석	|	①	나는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반대한다.	②	내	목표는	시

험에	통과하는	것이다.	③	나는	그들이	내	계획에	반대할	거라고	생

각한다.	④	그의	삶의	주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⑤	

그녀는	손에	둥근	물체를	쥐고	있다.

25	 ⑤	오후	다과회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했는가?	②	오후에	날씨는	어땠는

가?	③	그들은	호텔에	묵고	있는가?	④	그들은	오후에	무엇을	했는

가?	⑤	오후	다과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26	 빈칸	앞에	현재완료	시제가	있고	빈칸	뒤에	과거의	시점을	나

타내는	절이	오므로		‘~	이후로’라는	뜻의	since가	들어가야	

한다.		

27	 빈칸	ⓑ에는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라는	말이	되기	위

해	접속사	when이,	ⓒ에는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라

는	말이	되기	위해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28	 ④	Lucy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올리브	나무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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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원

01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③은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여행	②	남아	있다	③	흐린	-	맑은	④	일기	⑤	휴가	

02	 set	foot:	발을	들여놓다		

03	 「can’t	wait	to	+	동사원형」은	‘~가	기대된다,	어서	~하고	싶

다’라는	뜻이다.		

04	 (1)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은	mysterious(신

비한,	불가사의한)에	대한	설명이다.	(2)	 ‘아주	잘	알려진’

은	famous(유명한)에	대한	설명이다.	/	scary:	무서운,	

traditional:	전통의		

05	 우산	없이	집을	나서지	말라는	말은	잊지	말고	우산을	챙겨	

가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	해석	|	①	우산은	집에	두고	가세요.	②	오늘은	우산이	필요	없을	것

입니다.	③	우산	없이	집을	나서도	됩니다.	④	우산	가져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⑤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가져가지	마세요.

06	 밖은	화창하지만	오후에	비가	예상된다고	했다.	

07	 상대방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이다.	ride의	과거분사형은	

ridden이다.	

08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이다.

09	 콤마(,)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나오므로	접속사	but을	쓴다.	

10	 첫	번째	빈칸에는	명사	One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

용사적	용법의	to가	온다.	두	번째	빈칸에는	문장	맨	앞에	가주

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의	to가	온다.

	 	�|	해석	|•네	영어를	향상시킬	한	가지	방법은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

이다.	•그의	여행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흥미로웠다.

11	 주어진	문장은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의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	형태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므로	빈칸에는	③이	알맞다.

	 	�|	해석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12	 앞에	있는	명사	time을	수식하여	‘(점심을)	먹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들어가야	한다.

	 	�|	해석	|	나는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다.

13	 밑줄	친	ⓐ는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	역할

을	하는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밑줄	친	ⓑ는	앞에	있는	명

사	a	cha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되어

야	한다.	 �|	해석	|	•친구들과	TV로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은	재미있

었다.	•너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01	③								02	①								03	to	meet								04	(1)	mysterious	(2)	famous						

05	④							06	④							07	⑤							08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0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It	is	not	easy	

to	get	into	Oxford	University.						15	to	do	/	to	fix	/	to	send					16	②					

17	④						18	③						19	세	번째	문장	/	Why	is	it	difficult	to	walk	on	

snow?						20	ⓐ	in	ⓑ	on	ⓒ	for						21	⑤						22	①,	⑤						23	ⓐ	set	ⓑ	

got	ⓒ	remain						24	①						25	⑤						26	②						27	③						28	It	rained.						

29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30	⑤					31	④					32	They	went	there	last	

month.						33	①						34	③						35	(1)	to	start	(2)	to	wear	(3)	to	stay	(4)	to	

read						36	(1)	is	right	to	help	others	(2)	is	wrong	to	cross	the	street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14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길	경우	가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쓰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to부정사는	문

장	뒤로	보낸다.	

15	 명사	뒤에	‘~할’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

사를	써서	앞의	명사를	수식하도록	한다.	 �|	해석	|	David는	할	

일이	많다.	그는	고쳐야	할	컴퓨터와	보내야	할	편지들이	있다.

16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를	대신하여	문장의	가주어	역할을	

하는	It이고,	②는	날씨를	나타내는	의미	없는	주어(비인칭주

어)	It이다.	 �|	해석	|	①	동물원에	가는	것은	재미있다.	②	내일	비

가	내릴	것이다.	③	집에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④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어려웠다.	⑤	지붕을	잔디로	덮는	것은	현명하다.

17	 명사	party	뒤에서	‘~할’이라는	의미를	갖는	to부정사의	형용

사적	용법을	찾는다.	이때	‘~에	가다’라는	의미는	go	to로	쓰

므로	to부정사	뒤에	전치사	to를	쓴	④가	답이	된다.	

18	 ⓐ,	ⓒ,	ⓕ는	명사〔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이다.	ⓑ는	동사	want의	목적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다.	ⓓ

는	문장의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다.	ⓔ는	‘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의	의미로	쓰인	부사적	용법이다.		

	 	�|	해석	|	ⓐ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	나는	날	수	있는	스쿠터를	

가지기를	원한다.	ⓒ	해변에서	사용할	수건들이	있다.	ⓓ	그의	일은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	그녀는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LA로	이사	갔다.	ⓕ	아침에	마실	한	가지	종류의	주스를	고르세요.

19	 세	번째	문장에서	진주어	to	walk가	문장	뒤에	있으므로	문

장	앞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써야	한다.	의문사가	있는	의

문문이므로	「의문사	+	be동사	+	it	+	형용사	+	to부정사	~?」의	

어순이	된다.	 �|	해석	|	□커피를	마시는	것은	괜찮니?	□스파게티

를	만드는	것은	쉽다.	□그	경치를	즐기는	것은	굉장했다.	□거기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0	 ⓐ	도시	앞에	장소의	전치사	in을	쓴다.	ⓑ	go	on	a	vacation:	

휴가를	가다	ⓒ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전치사	for를	쓴다.

21	 way는	‘길,	방법’이라는	뜻의	명사와	‘훨씬,	심하게’라는	뜻의	

부사로도	쓰인다.	본문의	밑줄	친	way와	⑤의	way는	‘방법’

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①	way	out:	출구

	 	�|	해석	|	①	나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②	나는	집에	가는	길에	Emily

를	만났다.	③	그곳은	여기서	너무	많이	멀다.	④	쇼핑몰에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⑤	숫자를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22	 글쓴이의	이름은	Lucy	Hunter이고	여행	중에	일기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23	 일기는	보통	지난	일을	쓰는	것이므로	시제를	과거로	쓴다.	ⓐ	

set은	현재형과	과거형의	형태가	같다.	set	foot:	발을	들여놓

다	ⓑ	get	to:	~에	도착하다,	get의	과거형은	got이다.	ⓒ	조

동사	will	뒤에는	동사원형을	쓴다.	remain:	~인	채로	남다	

24	 본문의	밑줄	친	부분과	①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에서	진주어

로	쓰여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적	용법의	to부정

사이다.	②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③	형용

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④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	해석	|	①	

이	탁자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	②	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니	매우	슬

펐다.	③	그녀의	질문은	답하기	어려웠다.	④	그는	일출을	보기	위해	

그곳에	올라갔다.	⑤	그녀는	파티에	가져	갈	컵케이크를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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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⑤	스톤헨지의	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	해석	|	①	Lucy는	어디에	갔는가?	②	Lucy는	어디에	사는가?	③	

Lucy는	스톤헨지까지	어떻게	갔는가?	④	Lucy는	스톤헨지에서	

무엇을	봤는가?	⑤	스톤헨지의	돌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26	 (A)	비가	왔으므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B)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럽

다.	(C)	‘사물’이라는	뜻인	object의	복수형이	들어가야	자연

스럽다.	subject:	과목	

27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28	 오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29	 「주어	+	have〔has〕	+	과거분사(p.p.)	~	since	+	주어	+	동사

의	과거형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명사	a	world	famous	

place	뒤에서	‘방문해야	할’이라는	의미의	to부정사의	형용사

적	용법을	써서	명사를	수식하도록	한다.	

30	 ⑤	비교급을	강조하여	‘훨씬	더	~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에는	much,	still,	even,	far,	a	lot	등이	있다.	

31	 문장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진주어	역할을	하

는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32	 그들은	지난달에	남해에	갔다고	했다.	

	 	�|	해석	|	그들은	언제	남해에	갔는가?	→	그들은	지난달에	거기에	갔다.

33	 각각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의	to와	명사	a	chance를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to가	와야	한다.

34	 ③	라오스에서	날씨가	어땠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글쓴이는	언제	라오스에	갔는가?	②	글쓴이는	누구와	함

께	라오스에	갔는가?	③	라오스에서	날씨는	어땠는가?	④	글쓴이

는	비엔티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⑤	글쓴이는	리버	튜빙을	하러	어

디에	갔는가?

35	 각각의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

정사를	쓴다.	(1)	start	-ing:	~하기	시작하다	(2)	모자는	‘쓰는

(wear)’	것이다.	(3)	stay	+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	(4)	

책은	‘읽는(read)’	것이다.	 �|	해석	|	당신의	여행을	위해	짐을	싸

기	시작할	시간이다!	낮	동안에	쓸	모자를	가져와라.	가벼운	재킷을	

가져오는	것도	기억해라.	그것은	저녁에	따뜻함을	유지할	좋은	방

법이다.	기차에서	읽을	책	몇	권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36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	구문을	이용하여	‘~하

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해석	|	(1)	다

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	(2)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01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긍정의	답변이	와야	한다.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에	대한	긍정의	답변은	Yes,	I	

have.이다.	 �|	해석	|	Hannah:	너는	영화	‘어벤져스’를	본	적이	있

니?	Ashley:	응,	있어.	나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었어.

02	 날씨를	말할	때는	비인칭주어	it을	쓴다.	해	그림이	있으므로	

‘맑은,	화창한’에	해당하는	단어	sunny를	쓴다.	

	 	�|	해석	|	A:	날씨가	어떠니?	B:	날씨가	맑아.

03	 비인칭주어	it을	사용하여	날씨를	나타낸다.	(1)	‘흐린’은	형용

사	cloudy로	쓰고,	(2)	‘비가	오다’는	동사	rain으로	쓴다.	be	

going	to	+	동사원형:	~할	것이다	

	 	�|	해석	|	A:	엄마,	오늘	날씨는	어때요?	B:	밖이	꽤	흐려.	일기	예보를	

확인해볼게.	A:	고마워요,	엄마.	B:	음,	오후에	비가	올	거야.

04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이다.	‘~를	타다’라는	뜻의	ride의	과거분사형은	ridden이다.

05	 각각의	명사	뒤에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써서	앞의	명

사를	수식하도록	한다.	

	 	�|	해석	|	집안일을	할	시간이다.	물을	줘야	할	화분들과	내다	놓아야	

할	쓰레기가	있다.	너는	또한	씻어야	할	그릇들도	있다.

06	 to부정사가	주어로	쓰여	주어가	긴	경우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to부정사는	문장	뒤로	보낼	수	있다.	

	 	�|	해석	|	(1)	너의	에세이를	읽는	것은	흥미로웠다.	(2)	그	경주를	끝내

는	것은	쉽지	않았다.	

07	 명사	the	best	time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를	

쓴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08	 그림의	상황에	맞게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	구

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

내도록	한다.	 |	해석	|	(1)	실내에	있는	것은	지루하다.	(2)	야외에

서	노는	것은	재미있다.

09	 Last	winter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

제와	함께	쓴다.		/	visit는	‘(다시	라오스를)	방문	할’이라는	뜻

으로	명사	a	chance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로	써야	한다.	

10	 대명사(someone)	뒤에	to부정사를	써서	대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에게	이야기하다’는	talk	to로	전치사	

to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11-1	앞의	명사	any	news를	수식하여	‘~할’이라는	뜻을	나타내

는	것은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11-2	 ‘~할’이라는	의미로	명사	so	many	things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도록	배열한다.

11-3	 ‘나는	쿠키를	몇	개	만들었다’라는	문장을	영작한	후	

cookies	뒤에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배고픈	아

이들에게	나누어줄’이라는	표현을	연결한다.

12	 날씨를	물을	때	How’s	the	weather	~?라는	표현을	쓸	수	있

다.	weather	뒤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전치사	in

과	함께	쓰면	특정	장소,	특정	시기의	날씨를	물을	수	있다.

	 	�|	해석	|	다혜는	5월에	방콕에	갈	것이다.	그녀는	전에	방콕에	가본	적

01	Yes	/	I	have							02	It	is	sunny.							03	(1)	It’s	quite	cloudy	(2)	it’s	

going	to	rain							04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05	to	water	/	

to	take	out	/	to	wash							06	(1)	It	was	interesting	to	read	your	essay.	

(2)	It	was	not	easy	to	finish	the	race.							07	to	go	fishing							08	(1)	

boring	to	stay	indoors	(2)	fun	to	play	outdoors							09	Last	winter,	I	

have	gone	to	Laos	with	my	family.	→	Last	winter,	I	went	to	Laos	

with	my	family.	/	I	hope	I	will	have	a	chance	visit	Laos	again.	→	I	

hope	I	will	have	a	chance	to	visit	Laos	again.							10	I	need	someone	

to	talk	to.							11-1	to	share							11-2	I	have	so	many	things	to	learn	

from	you.							11-3	I	made	some	cookies	to	give	away	to	hungry	

children.							12	how’s	the	weather	in	Bangkok	in	May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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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you	ever	been	to	Hong	Kong?	(2)	Have	you	ever	tried	egg	

tarts?							14	(1)	I	have	things	to	buy.	(2)	I	have	a	test	to	study	for.							

15	(1)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have	breakfast.	(2)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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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그녀는	주호가	1년	동안	방콕에	살았다는	것을	안다.	그녀

는	그에게	5월의	그곳	날씨에	대해	묻고	싶다.	다혜는	주호에게	뭐

라고	말할	것인가?	→	주호야,	5월에	방콕은	날씨가	어때?

13	 ‘너는	~한	적이	있니?’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경험을	묻

는	표현을	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이다.	 |	해석	|	나는	지

난겨울에	가족들과	홍콩에	갔다.	그것은	우리의	세	번째	홍콩	여행

이었다.	우리는	몽콕에	있는	야시장에	갔다.	우리는	또한	에그	타르

트를	먹었는데	그것들은	맛있었다!	미영:	너는	홍콩에	가본	적이	있

니?	현수:	응.	나는	거기에	세	번	가	봤어.	미영:	너는	에그	타르트를	

먹어본	적이	있니?	현수:	응,	있어.	나는	지난겨울	거기	갔을	때	그

것들을	먹었어.	그것들은	맛있었어!

14	 (1)	명사	things	뒤에	‘사야	할(to	buy)’이라는	의미의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things를	수식한다.	(2)	명사	a	

test	뒤에	‘대비해야	할(to	study	for)’이라는	의미의	to부정사

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a	test를	수식한다.	

15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It	+	be동사	+	형

용사	+	to부정사	~.」의	어순으로	배열한다.	 |	해석	|	(1)	아침을	

먹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2)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01	 나머지는	모두	「명사	-	형용사」의	관계이고,	④는	「형용사	-	부

사」의	관계이다.	 �|	해석	|	①	놀람,	공포	-	무서운	②	구름	-	흐린	

③	명성	-	유명한	④	간단한	-	간단히	⑤	전통	-	전통적인

02	 ‘배나	우주선을	타고	가는	긴	여정’은	v로	시작하는	단어인	

voyage이다.	 �|	해석	|	나는	어젯밤에	바다	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다.	

03	 ④	fall이	명사로	‘가을’이라는	뜻일	때는	autumn으로	바꾸

어	쓸	수	있으나,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autumn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해석	|	①	사자가	일반적으

로	고양이보다	더	크다.	②	우리는	토요일에	맑은	하늘을	예상한다.	

③	마침내,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다.	④	그는	집에	가는	길에	자

전거에서	떨어졌니?	⑤	그	화가는	그	모델의	특징을	잘	잡았다.	

04	 ‘너는	전에	~한	적이	있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은	「Have	you(+	ever)+	과거분사(p.p.)	~	before?」이다.

05	 How’s	the	weather	~?는	날씨를	묻는	표현으로	What’s	the	

weather	like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6	 ③	수호가	시드니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Anna는	시드니에	가본	적이	있는가?	②	Anna는	시드

니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③	수호는	시드니에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④	수호는	언제	시드니에	갈	것인가?	⑤	수호는	시드니에

서	무엇을	할	예정인가?

07	 「Have	you	ever	+	과거분사(p.p.)	~?」는	‘너는	~한	적이	있

니?’라고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으로,	‘너는	~에	대한	경

험이	있니?’라는	의미의	Do	you	have	an	experience	of	~?

01	④				02	(v)oyage				03	④				04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05	④				06	③				07	⑤				08	③				09	③				10	②	learning	/	to	learn								

11	I	will	make	a	box	to	put	them	in.				12	①				13	②				14	to	finish	/	

to	solve				15	④				16	It	was	impossible	for	me	to	understand	her			

17	④					18	[모범답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저	거대한	돌들이	거기로	옮겨

졌는지	/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19	②						20	①					

21	⑤					22	(o)bject				23	②				24	⑤				25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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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8	 상대방의	질문에	답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질	때	How	about	

you?라는	표현을	쓴다.	 �|	해석	|	①	왜	그런	거지	②	어떻게	지

내니	③	넌	어때	④	그건	어때	⑤	너	무슨	일	있니

09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와야	한다.

	 	�|	해석	|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10	 ②	‘배우는’이라는	의미로	앞에	있는	명사	the	best	way를	수

식하기	위해서는	learning을	to부정사인	to	learn으로	고쳐

야	한다.	 �|	해석	|	A: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

엇이니?	B:	그	언어를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11	 ‘상자(a	box)’라는	명사	뒤에	‘그것들을	넣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문을	써서	명사를	수식하도록	

한다.	‘~에	넣다’라는	의미의	put	in은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때	put과	in	사이에	써야	한다.

	 	�|	해석	|	나는	책이	많다.	나는	그것들을	넣을	상자를	만들	것이다.

12	 나머지는	모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고,	①은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

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	해석	|	①	그는	더위를	피하기	위

해	일찍	떠났다.	②	그들은	따라야	할	몇	가지	전통이	있다.	③	나에

게	물어볼	질문이	있니?	④	이것은	피자에	올릴	최고의	치즈이다.	

⑤	나에게	신을	깨끗한	양말	한	켤레를	줄래?

13	 ②	문장	뒤에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있으므로	문장	

맨	앞에는	가주어	It을	써야	한다.	That	→	It	

	 	�|	해석	|	우리는	지난달에	남해로	현장	학습을	갔다.	아주	많은	아름

다운	섬들을	보는	것은	그저	놀라웠다.	우리는	또한	남해	독일	마을

도	방문했다.	우리는	그	여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14	 각각	명사	enough	time과	20	questions를	수식하는	형용사

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쓴다.	 �|	해석	|	Sandy:	Harry,	오늘	수학	

시험	어땠니?	Harry:	시간이	짧았어.	시험에	20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15개만	풀었어.	→	Harry는	수학	시험을	끝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는	풀어야	할	문제가	20개	있었는데	15개만	풀었다.

15	 ④	가주어	It이	문장	맨	앞에	있으므로	진주어	자리에	to부정

사를	쓴다.	takes	→	to	take,	gets	→	to	get	 �|	해석	|	①	제시

간에	오는	것은	중요하다.	②	만화	소설을	읽는	것은	재미있었다.	③	

내가	그	장소에	걸어가는	것은	쉬울	것이다.	⑤	그	식당에	자리를	잡

는	것은	어렵다.	

16	 ‘~가	…하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의	「It	+	be동사	+	형

용사	+	for	/	of	+	의미상의	주어	+	to부정사	~.」	구문을	이용하

여	나타낼	때	일반적인	형용사	뒤에는	전치사	for를	쓴다.	

17	 amazing은	‘놀라운,	굉장한’이라는	의미로	④와	바꿔	쓸	수	

있다.	 �|	해석	|	①	재미있는	②	놀란	③	지루한	⑤	가능한

18	 밑줄	친	ⓑ의	바로	앞의	두	의문문에서	스톤헨지가	왜	불가사

의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온다.

19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써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는	의미를	나

타내는	것은	②	a	few이다.	few:	거의	없는

20	 빈칸	앞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	뒤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절이	있으므로	접속사	so가	들어가야	한다.	

21	 ⓑ	동사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	명사	a	

popular	place를	수식하여	‘~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

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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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은	object(물건,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23	 ②	Lucy의	가족은	B&B에	머물렀다.	

	 	�|	해석	|	①	오후에	비가	왔다.	②	Lucy의	가족은	호텔에	머물렀다.	

③	Lucy의	가족은	오후에	실내에	머물렀다.	④	Lucy와	그녀의	엄

마는	오후	다과회를	즐겼다.	⑤	Lucy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24	 주어진	문장은	다시	라오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는	내용이므로	라오스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나열한	내용의	

맨	마지막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5	 ②	아름다운	사원에	갔다.	④	방비엥에서	리버	튜빙을	했다.	

⑤	비엔티안과	방비엥	등	두	도시	이상	갔다.

10	 ⑤	‘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먼저	영작한	

후	‘시간(time)’이라는	명사	뒤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	구문을	덧붙인다.	

11	 ‘입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앞의	no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들어가야	한다.

	 	�|	해석	|	나는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이	있지만,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12	 첫	번째	빈칸은	‘기억해야	할’이라는	의미로	remember가	앞

에	있는	명사	some	rules를	수식해야	하므로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써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은	가주어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뒤에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	해석	|	여기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다.	미술관에서	뛰는	

것은	위험하다.	사진을	찍는	것은	괜찮다.

13	 「It	+	be동사	+	형용사	+	to부정사	~.」	구문을	이용하여	‘~하

는	것은	…이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4	 나머지는	to부정사	대신	쓰인	가주어	It〔it〕이고,	③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It이다.		

	 	�|	해석	|	①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은	괜찮니?	②	거기서	수영하

는	것은	어려웠다.	③	내일은	맑을	것이다.	④	움직이는	버스에서	뛰

어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⑤	역	앞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여	‘~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③	use	→	to	use	④	sharing	

→	to	share	⑤	to	playing	→	to	play	 |	해석	|	①	물을	넣을	빈	

병을	가져와라.	②	나는	주말에	탈	자전거를	사고	싶다.

16	 ④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로	써야	한다.	

17	 Last	week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

를	써야	한다.

18	 ‘담아내는’이라는	의미로	capture가	명사	a	great	way를	수식

해야	하므로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써야	한다.		

19	 ③	Lucy의	가족이	어디로	휴가를	갔는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Lucy는	어디에	사는가?	②	Lucy의	가족은	언제	휴가를	

갔는가?	③	Lucy의	가족은	어디로	휴가를	갔는가?	④	Lucy의	가

족은	얼마동안	휴가를	갔는가?	⑤	Lucy는	여행	중에	특별한	순간

들을	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20	 주어진	문장의	It은	②	앞	문장의	A	B&B를	가리킨다.

21	 ⓐ에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주어	It이,	ⓒ에는	진주어인	

to부정사를	대신해	가주어	역할을	하는	It이	와야	한다.	

22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④이다.

23	 빈칸	뒤에	since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현재완료	시제가	온다.

24	 ⓐ는	앞	문장에	나온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는	‘(유명

한)	올리브	나무’를	가리킨다.

25	 ③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인

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들은	옥스퍼드에서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	②	크라이

스트	처치	대학은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③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

을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④	‘해리	포터’	영화

에서	Harry와	다른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처치	홀에서	무엇을	하는

가?	⑤	Lucy는	올리브	나무를	봤을	때	무엇을	했는가?

01	②				02	④				03	(1)	appear	(2)	admire	(3)	expect				04	⑤				05	It’s	

sunny.						06	③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⑤					12	to	

remember	/	to	run	/	to	take			13	It	is	important	to	check				14	③

	15	①,	②				16	④	try	/	to	try				17	has	gone	/	went				18	③				19	③

		20	②				21	It				22	④				23	⑤				24	ⓐ	Christ	Church	College	ⓑ	the	

(famous)	olive	tree				2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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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고,	②는	유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시원한	-	따뜻한	②	남아	있다	③	가득한	-	텅	빈	④	야외

에서	-	실내에서	⑤	잊다	-	기억하다	

02	 ④	freezing은	‘꽁꽁	얼게	추운’이라는	뜻으로	very	cold를	강

조한	표현이다.	 |	해석	|	A:	밖에	날씨가	어때?	B:	아주	추워.	

03	 admire:	감탄하다,	감탄하며	바라보다	/	appear:	출연하다	/	

decide:	결정하다	/	expect:	예상하다	

	 	�|	해석	|	(1)	그는	TV에	출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	그냥	앉아서	

그	전망을	감탄하며	바라보자.	(3)	나는	놀랐다.	나는	여기서	너를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04	 (A)	‘바깥’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B)	현재	맑다는	내

용	뒤에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온	것으로	보아	오후에

는	비가	올	것임을	알	수	있다.	(C)	비가	올	것이므로	우산	‘없

이’	집을	나서지	말라는	내용이	와야	한다.

05	 오전의	일기	예보에서	밖이	맑다고	했다.	

06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는	긍정의	답변이	와야	한다.	

상대방의	경험을	묻는	표현인	「Have	you	ever	+	과거분사

(p.p.)	~?」에	대한	긍정의	답변은	Yes,	I	have.이다.	

07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엄마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우산

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	해석	|	①	저는	비	오는	날이	아주	좋아요.	②	오늘은	실내에	있을게

요.	③	그러면	저는	오늘	우산을	가져갈게요.	④	그러면	저는	오늘	

우산이	필요	없네요.	⑤	저는	오늘	모자	없이	집을	나서도	되겠어요.			

08	 엄마가	일기	예보를	확인한	후	A에게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것

임을	알려주고	있다.

09	 첫	번째	문장의	밑줄	친	ⓐ는	문장	맨	앞에	가주어	It이	있

으므로	진주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가	되어야	한다.	두	번

째	문장의	밑줄	친	ⓑ는	명사	time을	수식하여	‘~할’이라

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의	to부정사가	되어야	한

다.	 |	해석	|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쉽다.•너는	다음	주에	만

날	시간	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