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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정답과 해설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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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②						10	④						B				1	activity						2	miss						3	outside						4		recycle
	5	wall						6	suddenly						7	danger						8	jump	rope						9	whole						

10	a	few					11	놀라운					12	경비원,	관리인					13		인기	있는					14	힘,	

장점					15	~하는	동안					16		(시사)	만화					17	한때,	한	번					18	만화	

소설					19		~에	투표하다					20	물수제비뜨다						C				1		graphic	novel					

2	While	/	scooter					3	cafeteria					4		Surprisingly					5	coworker	/	

special	talent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3

Step 1 | 어휘 기본 학습 PRACTICE

01		반의어	관계	 	|	해석	|	전체의	:	부분적인	=	~의	안에	:	~의	밖에

02		유의어	관계	 	|	해석	|	독특한	:	놀라운

03		형용사	:	명사	 |	해석	|	활동적인	:	활동	=	위험한	:	위험

04		나머지는	모두	‘~하는	사람’이나	직업을	나타내는데,	③은	‘등

장인물’이라는	의미의	단일명사이다.	 |	해석	|	①	경비원,	관리

인	②	공원	경비원,	국립공원	관리인	④	제빵사	⑤	대표,	지도자

05		무슨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안심이	되지	않는:	

nervous(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06		누군가를	강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힘과	에너지:	strength(힘)

07		매우	좋은,	훌륭한:	awesome(멋진,	굉장한)

08		나머지는	모두	영화	속	슈퍼영웅들의	이름이므로	답은	④이다.	

09		‘작은	바퀴를	가진	작고	힘이	덜한	형태의	오토바이’는	

scooter(스쿠터)이다.	

	 	|	해석	|	예시.	그것은	작은	스쿠터이지만,	매우	빨리	달린다.	

10		be	good	for:	~에	좋다	/	vote	for:	~에	투표하다	

	 	|	해석	|	•채소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저에게	투표해	주세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11		model	...	on	~:	~을	본떠서	…을	만들다	/	one	of	~:	~	중	

하나,	~	중	한	명

12		②	skip	stones:	물수제비뜨다

	 	|	해석	|	①	나는	매일	나의	개를	산책시킨다.	②	그들은	연못	위로	물

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③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라.	④	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어줘라.	⑤	그것은	네가	밤에	쉽게	잠들게	도

울	수	있다.

01	outside					02	amazing					03	danger					04	③					05	nervous		 	

06	strength					07	awesome					08	④					09	scooter					10	for					

11	on	/	of					12	②	

교과서에서 만난 Words&Phrases p. 5

Step 2 | 어휘 확장 학습 PRACTICE

❶ 주격 관계대명사 Check Up | p. 10
 1	 (1)	who (2)	which	is		 	2	(1)	who〔that〕 (2)	that	

 3	 (1)	which	was (2)	who	are		 4	③	

❷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ile, after Check Up | p. 11

 1	eat / ate	 	2	While you were studying, she came in the 

room.	또는	She came in the room while you were studying. 	 	

3	(1)	While (2)	after   4	(1)	while (2)	after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Step 1 | 개념 익히기

01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while이다.	

	 	|	해석	|	A:	너는	어젯밤에	숙제를	끝냈니?	B:	아니.	나는	숙제를	하

는	동안	잠이	들었어.	

02		선행사	a	cookbook이	사물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	해석	|	A: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저

는	아주	쉬운	요리법들이	있는	요리책을	찾고	있어요.		

03		‘~한	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after이다.		

04		주격	관계대명사	who	앞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와

야	하므로	사물인	①	a	book(책)은	빈칸에	알맞지	않다.

	 	|	해석	|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②	아이	③	의사	④	여

자	⑤	슈퍼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다.	

05		주격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	일치를	시켜야	한

다.	a	robot이	단수이므로	③	are는	is로	바꿔야	한다.	are	cute	

→	is	cute	 |	해석	|	나는	①	말할	수	있는	②	감정이	있는	④	영어를	

말하는	⑤	내	방을	청소하는	로봇을	갖고	싶다.		

06		‘~하는	동안’은	「while	+	주어	+	동사」로	나타낸다.			

07		after는	‘~한	후에’라는	뜻의	접속사로,	뒤에는	시간상	먼저	일

어난	일을	서술한다.

	 	|	해석	|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08		나머지는	모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

〔While〕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데,	④는	‘~한	후에’라는	의미

의	접속사	after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	해석	|	①	네가	외출한	동안	나는	일을	했다.	②	우리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③	내가	아침을	먹는	동안	전화가	울렸다.	④	

01	③						02	which〔that〕						03	③						04	①						05	③		 	

06	while	I	was	drinking	tea	 		07	After	we	had	dinner,	we	went	

out	for	a	walk.						08	④						09	②						10	which						11	②						12	④

13	who〔that〕						14	③						15	①,	④						16	ⓐ	who	ⓑ	which	

교과서에서 만난 Grammar pp. 12~13

Step 2 | 개념 적용하기

1 	birthday	 	 2 	should	 	 3 	Why	don’t	you	

	4 	good	at	 	 5 	hope	 	 6 	sure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p. 9

Step 2 | 교과서 대화문 익히기 Check Up

❷ 확신 표현하기 Check Up | p. 7

 1	(s)ure						2	Are	you	/	No	/	I’m	not						3	I’m	sure	that	he	will	

come	back	home.						4	⑤

❶ 능력 표현하기 Check Up | p. 6
 1	 I	am	good	at	climbing	mountains.					2 	(1)	riding (2)	not	/	

reading					3		at	swimming					4	⑤	

교과서에서 만난 Functions
Step 1 | 표현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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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를	푼	후	손을	들어라.	⑤	그들은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09		첫	번째	문장의	선행사가	사물(a	shop)이고,	두	번째	문장의	

선행사가	사람(someone)이므로,	빈칸에는	둘	다	수식할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와야	한다.	 |	해석	|	•예쁜	신발

을	파는	가게가	있다.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10		선행사가	사물(a	camera)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쓴다.	 |	해석	|	<보기>	나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Texas	출신이다.	

→	나는	Texas	출신인	친구가	있다.	/	나는	카메라를	샀다.	그것은	좋

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	나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샀다.	

11		책을	다	읽은	후에	빌려달라는	내용이므로	‘~한	후에’라는	의

미의	접속사	②	after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	해석	|	A:	나는	만화	소설을	읽고	있어.	그것은	아주	재미있어.	B:	

네가	그것을	다	읽은	후에	내가	그	책을	빌려도	될까?	

12		‘~하는	동안’은	접속사	while을	써야	하며,	이때	뒤에	「주

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와야	한다.	‘그들이	도착했다’라

는	내용의	주절	앞이나	뒤에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라는	

내용의	while	절을	써야	한다.	while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	

during은	뒤에	명사(구)의	형태가	와야	한다.	

13		선행사가	사람(the	friend)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

을	써야	한다.	 |	해석	|	Julie는	내	과학	과제를	도와준	친구이다.	

14		‘나는	Tim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진	몇	장을	찍었다.’라는	의미

가	되기	위해서는	접속사	after가	아니라	while로	고쳐야	자

연스럽다.

15		①	선행사	a	jacket이	단수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단수

동사를	써서	수를	일치시킨다.	have	→	has	④	선행사	a	tree

는	사물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써야	한

다.	who	→	which〔that〕	⑤	The	boy	뒤에	「주격	관계대명

사	+	be동사」인	who〔that〕	is〔was〕가	생략된	형태이다.	

	 	|	해석	|	②	그	여자는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③	그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읽고	있다.	⑤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있던〕	

소년은	나의	오빠이다.		

16		ⓐ	선행사가	사람(a	man)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알

맞다.	ⓑ	선행사가	동물(an	animal)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	해석	|	•나는	1초에	100미터를	갈	수	있는	

남자를	안다.	•문어는	8개의	팔을	가진	동물이다.

1 	graphic novel						 2 	walking						 3 	cool						 4 	suddenly						 5 	

every day						 6 	Surprisingly						 7 	different						 8 	After						 9 	that						

10	per						11	gives / away 						12	Awesome						13	Guess what						14	

on						15	too						16	who						17	janitor						18	once						19	cheerfully	

20	say hello to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 18

Step 2 | 본문 빈칸 완성하기

1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2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3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교과서에서 만난 Text pp. 19~20

Step 3 | 본문 통째로 쓰기

unique. 4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5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6	“Of course,” 

she answered. 7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8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9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10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11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12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13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14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15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16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17	“Awesome! I love 

this superhero.” 18	“She’s so cool,” said all my friends. 19	

“Guess what? I modeled her on Ms. Lee,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20	I showed my book to Ms. Lee. 21	She 

loved it, too. 21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23	M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24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25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26	“Do you think they’ll like that?” I asked 

Ms. Lee.  27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28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01	 ‘판매대에서	음식을	골라	테이블로	가져오는	종종	공장이나	

대학교	등에	있는	식당’을	뜻하는	단어는	⑤	cafeteria(구내	

식당)이다.	 	|	해석	|	①	동료		②	경비원,	관리인	③	대회	④	활동

02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고	③은	반의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재능	②	독특한	③	특별한	-	평범한	④	두려워하는	⑤	동료

	  유사 문제 	나머지는	모두	반의어	관계이고	⑤는	유의

어	관계이다.	 |	해석	|	①	묻다	-	대답하다	②	~	후에	-	~	전에	

③	좋은	-	나쁜	④	~의	밖에	-	~의	안에	⑤	놀라운				

03	 make	one’s	day는	‘~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04	 ride는	‘(말,	자전거	등을)	타다’,	save는	‘구하다’,	attend는	

‘(학교	등에)	다니다,	출석하다’,	vote	for는	‘~에	투표하다’라

는	뜻이다.	 |	해석	|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싶다.	•우

리가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John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의	부모님은	집에서	그를	가르

치신다.	•저는	새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05	 재활용을	잘한다는(be	good	at)	칭찬과	재활용이	지구를	위

해	좋다는(be	good	for)	내용이	와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

갈	단어는	④	good이다.

01	⑤						02	③	  유사 문제 		⑤						03	①						04	ride	/	save	/	

attend	/	vote						05	④						06	are	good	at	baking						07	④						08	③						

09	②	 		10	③	 		11	After	I	wrote	a	letter,	I	listened	to	the	radio.	또

는	I	listened	to	the	radio	after	I	wrote	a	letter.						12	⑤						13	③	

 유사 문제 		②		 14	⑤		 15	He	is	wearing	a	shirt	which	is	

too	big	for	him.	  유사 문제 		This	is	the	movie	that	was	made	

in	Sweden.						16	③						17	②						18	③						19	②						20	While	she	was	

studying						21	During	/	While						22	②						23	⑤						24	④						25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26	⑤						27	①						28	③	

오답	피하는	영역별	문제 pp.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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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6	 ‘~을	잘하다’라는	표현은	be	good	at으로	쓴다.	at	뒤에	동사

를	쓸	경우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		

07	 엄마가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좋아하시길	바란다는	말	뒤에

는	너의	엄마가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는	응답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해석	|	①	나는	그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어!	②	유감스럽지만	나는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	③	그	케이크

는	아주	맛있었어!	④	네	엄마께서	그것을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확

신해.	⑤	너는	대신에	선물을	사야	할	것	같아.	

09	 대화의	흐름상	유리가	Jaden의	만화를	칭찬하고	있으므로	빈

칸에는	Jaden이	훌륭한	만화가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알맞다.

10	 Jaden의	네	번째	말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에서	그가	자신의	그림	실력에	자신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11	 주어진	두	문장은	‘~한	후에’라는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

속사	after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after가	쓰인	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는데,	주절의	앞에	쓸	경우	문장	사이에	

콤마(,)를	쓴다.	 �|	해석	|	나는	편지를	한	통	썼다.	그	다음에	나는	

라디오를	들었다.	→	나는	편지를	한	통	쓴	후에	라디오를	들었다.

12	 ⑤	선행사가	사람(a	friend)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

는	that을	써야	한다.	which	→	who〔that〕

	 	�|	해석	|	①	저것이	경주에서	우승한	말이다.	②	우리는	지금	문을	연	

가게를	찾아야	한다.	③	너는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어도	된다.	④	

저에게	무겁지	않은	가방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13	 첫	번째	문장은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Tom이	그의	친구들이	떠난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	해석	|	•운전하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라.	•Tom은	그

의	친구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에	도착했다.	

	  유사 문제 	첫	번째	문장은	비가	그친	후에	나가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외출한	것과	누군가가	집에	

침입한	것이	동시에	일어난	내용이다.	

	 	|	해석	|	•나는	비에	젖고	싶지	않아.	비가	그친	후에	산책하러	나가

자.•우리가	외출한	동안에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

14	 ⑤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또는	사람과	사물이	함께	있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따라서	which를	that으

로	고친다.	 �|	해석	|	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②	그는	긴	갈색머리를	가진	여자형제가	있다.	③	나는	그	호텔	옆에	

있는	식당을	좋아한다.	④	아주	화려한	새가	하늘을	날고	있다.

15	 a	shirt	뒤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문장을	연결한다.	

	 	�|	해석	|	그는	셔츠를	입고	있다.	그	셔츠는	그에게	너무	크다.	→	그

는	그에게	너무	큰	셔츠를	입고	있다.	

	  유사 문제 	the	movie	뒤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서	문장을	연결한다.	 |	해석	|	이것

이	그	영화이다.	그것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졌다.	→	이것은	스웨덴

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다.

16	 나머지는	모두	접속사로	쓰였는데	③은	뒤에	명사(구)가	온	

형태이므로	전치사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에	낮잠을	잤다.	②	나는	친구를	만난	후에	도서관에	갔다.	③	그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갔다.	④	그녀는	숙제를	끝낸	후에	항상	샤워를	

한다.	⑤	공항에	도착한	후	나에게	전화를	해라.

17	 ①	선행사가	사물(movies)이고	복수형이므로	관계사절의	동

사	has는	have로	고쳐야	한다.	③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be

동사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와	함께	쓰일	때	「주격	관계대명

사	+	be동사」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who를	생략하거나	are

를	써야	한다.	④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관계사절에서	주

어	역할을	하므로	it을	쓸	필요가	없다.	⑤	선행사가	사람(the	

woman)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	해석	|	②	저	사람이	나에게	빵을	준	남자이다.

18	 ③	선행사가	사람(her	coworkers)이므로	which를	who나	

that으로	고친다.		

19	 선행사가	사람(a	person)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이	들어가야	한다.

20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은	「while	+	주

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또는	과

거진행형으로	쓸	수	있으며,	4단어라는	조건에	맞게	과거진

행형	문장으로	쓴다.			

21	 during과	while은	모두	‘~	동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during은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구)가	오고,	while은	접속

사이므로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22	 ⓐ	look	+	형용사:	~해	보이다	ⓑ	동사	said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23	 ⑤	스쿠터를	탄	여인은	호진이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고,	호진

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do	I	know	you?라고	물었다.

24	 문맥상	‘집에	도착한	후에’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접속사	

after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③	later는	‘나중에,	후에’라는	

의미이지만	부사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25	 ‘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하	절에	이

어져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a	super	scooter를	수식하는	형

태가	되도록	배열해야	한다.	

26	 ⓔ는	학교	식당	직원인	이	조리사님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	

조리사님을	모델로	한	호진이의	만화	소설	속	주인공이다.

27	 save는	‘구하다,	아끼다,	남겨두다,	저장하다,	모으다’	등의	뜻

이	있다.	 �|	해석	|	①	그	소녀는	그	개의	생명을	구했다.	②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타자.	③	나를	위해	음식을	조금	남겨줄	수	있

니?	④	컴퓨터에	네가	작업한	것을	저장해라.	⑤	그는	새	스쿠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28	 밑줄	친	인물은	글쓴이의	이모로,	그녀는	30대의	나이에	

70개의	나라를	여행했다(In	her	30s,	she	traveled	to	70	

different	countries.)고	했으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이다.

01	③	  변형 문제 		musician						02	(1)	coworker (2)	unique	

03	recycling					04	②					05	①					06	④					07	③					08	You’re	really	good	

at	drawing.					09	④					10	④					11	⑤					12	⑤	  변형 문제 		were	

/	was					13	②					14	③					15	(1)	who〔that〕	can	speak	Chinese (2)	

who〔that〕	doesn’t	want	to	learn	Chinese					16	while	he	was	playing	

soccer						17	③					18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some	food.	또는	

또또! 나오는	문제 pp. 27~31



정답과 해설

4    정답과 해설_미래엔(최연희) 2_ Lesson 1 

01	 전문	분야	뒤에	-ist나	-ian	등을	붙여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	때,	③	music은	-ian을	붙여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

든다.	music(음악)	-	musician(음악가)	 �|	해석	|	①	예술	-	예술

가	②	정치	-	정치가	④	과학	-	과학자	⑤	만화	-	만화가	

	  변형 문제 	전문	분야와	직업의	관계이다.	music에	

-ian을	붙여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든다.

	 	�|	해석	|	만화	:	만화가	=	음악	:	음악가	

02	 (1)	 ‘누군가와	함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coworker(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의	의미이다.	(2)	‘대단히	

좋고	특별한’은	unique(독특한)의	의미이다.	

03	 ‘이미	사용된	것들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다’는	

recycle이다.	recycle은	동사이므로	be	good	at과	like	뒤에	

공통으로	오기	위해서는	동명사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04	 per는	‘~당,	매	~’라는	뜻의	전치사이다.	per	hour:	시간당	/	

in	an	hour:	한	시간	내에

05	 be	afraid	of:	~을	두려워하다	/	in	front	of:	~의	앞에

	 	�|	해석	|	•그	소년은	어둠을	두려워했다.	•창문	앞에	나무	한	그루

가	있었다.

06	 be	good	at은	‘~을	잘하다’라는	뜻으로,	빵을	잘	굽는다는	말

은	훌륭한	제빵사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해석	|	①	너는	자주	빵을	굽는다.	②	너는	빵	굽는	것을	아주	좋아

한다.	③	너는	빵을	잘	못	굽는다.	④	너는	훌륭한	제빵사이다.	⑤	너

의	빵	굽는	실력은	썩	좋지	않다.	

07	 밑줄	친	표현	I’m	sure	~.는	‘나는	~라고	확신해.’라는	의미로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08	 ‘~을	잘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be	good	at을	이용하여	뒤

에	명사(구)나	동명사를	쓴다.

09	 Jaden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	해석	|	①	유리는	만화를	그리고	있다.	②	Jaden은	유리에게	그의	

만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③	유리는	Jaden의	만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Jaden은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	⑤	유리는	

Jaden에게	더	많은	등장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④	A가	B에게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을	표현하는데,	B는	고맙

다고	한	후	기분이	더	나빠졌다고	했으므로	어색한	대화이다.

	 	�|	해석	|	①	A:	나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어.	B:	와!	너는	

요리를	잘하는구나.	②	A:	나는	우리	반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해.	나	

너무	긴장돼.	B:	걱정하지	마.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	③	A:	나는	

댄스	대회를	위해	춤	연습을	하고	있어.	B:	멋진데!	너는	춤을	잘	추

는구나.	⑤	A:	나는	네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	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B: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11	while은	명사로는	‘잠깐’,	접속사로는	‘~하는	동안’,	‘~한	반

면’,	‘~이긴	하지만’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once	in	a	while:	

가끔	/	for	a	while:	잠시	동안		�|	해석	|	<보기>	내가	자는	동안에	

나의	형은	모든	음식을	먹어버렸다.	①	가끔	Henry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②	Jenna의	언니는	개를	좋아하는	반면	Jenna는	고양이를	좋

아한다.	③	나의	삼촌은	잠시	동안	이	마을에	머무를	것이다.	④	그녀

는	노래를	잘하긴	하지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⑤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지수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		

12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는	앞에	나온	선행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선행사가	an	old	man으로	단수이므로	⑤	were

를	was로	고친다.

	 	�|	해석	|	A:	당신은	공원에서	걷는	동안	누군가를	보았습니까?	

	 B:	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나이	든	남자를	보았습니다.

	  변형 문제 	선행사	an	old	man이	단수이므로	관계대

명사	뒤의	be동사는	were	대신	was를	써야	한다.	

13	 ②	주격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

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	it	→	생략	 �|	해석	|	①	나에게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촌이	있다.	③	그	여자는	열	개의	침실이	있는	집에	

산다.	④	그는	나에게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었

다.	⑤	나는	일하러	나오지	않은	동료가	걱정된다.	

14	 after는	접속사로	쓰여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올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여	뒤에	명사(구)가	올	수도	있다.		

	 	�|	해석	|	•그는	그	슬픈	소식을	들은	후에	울기	시작했다.	•선수들

은	경기	후에	매우	화가	났다.

15	 선행사	five	students〔one	student〕는	사람이므로	주격	관

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쓴	후	수식하는	내용을	뒤에	덧붙

인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는	앞의	선행사에	수를	일치

시킨다.	 �|	해석	|	(1)	주미네	반에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다섯	명

의	학생들이	있다.	(2)	주미네	반에는	중국어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

는	한	명의	학생이	있다.	

16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	

「while	+	주어	+	동사」를	쓴다.	이때	동사는	주로	진행	시제

를	사용한다.	 �|	해석	|	그는	축구를	하는	동안에	다리가	부러졌다.	

17	 첫	번째	빈칸의	선행사는	사물(the	question)이므로	주격	관

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쓴다.	두	번째	빈칸의	선행사는	

사람(the	ranger)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쓴

다.	 �|	해석	|	•그는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구해준	관리인을	찾기	원한다.

18	 ‘~한	후에’는	「after	+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쓰며,	주

절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	주절의	앞에	올	경우	문장	사이

에	콤마(,)를	써야	한다.

19	 주어진	문장은	‘“네,	그런데	저를	아세요?”라고	나는	물었다.’

라는	의미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앞부분에	와야	한다.	문맥

상	스쿠터를	탄	여인이	호진이에게	말을	건	첫	문장	다음인	

③에	와야	자연스럽다.

20	 ⓐ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므로	from을	쓴다.	ⓑ	‘~을	

탄’이라는	의미의	전치사	on을	쓴다.			

21	 ⓒ	호진이는	‘집에’	가는	중에	스쿠터를	탄	여인을	만났다.	ⓓ	

스쿠터를	탄	여인은	학교	식당	직원들	중	한	명이라고	했으므

로	호진이를	매일	학교	‘식당’에서	본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22	 ①	‘그렇게’라는	부사	②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	③	주격	관

계대명사	④	‘저’라는	지시형용사	⑤	접속사	 �|	해석	|	①	밖은	

그다지	춥지	않다.	②	저것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③	

나는	벽에	있는	그	그림을	좋아한다.	④	저에게	저기	있는	저	셔츠를	

보여주시겠어요?	⑤	나는	그	컴퓨터가	고장	난	지	몰랐다.

	  변형 문제 	밑줄	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가	사물(a	super	scooter)이므로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3	 빈칸	뒤에	슈퍼영웅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는	좋은	일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①	

terrible은	‘끔찍한,	형편없는’이라는	뜻이므로	빈칸에	어울리

지	않는다.	②	terrific:	멋진,	훌륭한

24	 ④	이	문장에	쓰인	second는	‘둘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사

After	you	eat	some	food,	brush	your	teeth.					19	③					20	②					21	ⓒ	

home		ⓓ	cafeteria							22	③	  변형 문제 		⑤							23	①							24	④

25	⑤	 26	①	 27	③	 2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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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로	‘초’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per	second는	‘1초당’이라

는	의미이다.	그녀는	1초에	100개의	쿠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④가	알맞지	않다.

2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이	조리사님의	동료들도	호진이의	이야

기를	좋아할	거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⑤	won’t를	will로	고쳐야	한다.

26	 once는	부사로	‘한	번’,	‘(과거의)	한때’라는	의미와	접속사로	

‘일단	~하면’이라는	뜻이	있다.	once	in	a	while:	가끔	

	 	�|	해석	|	①	그녀는	한때	스페인에서	살았다.	②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다.	③	너는	그것을	딱	한	번만	말할	수	없니?	④	일단	그것을	

한	번	시도해보면	너는	그것을	아주	좋아할	것이다.	⑤	나는	가끔	

Julie로부터	소식을	듣는다.

27	 ③	이	조리사님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호진이는	이	조리사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②	이	

조리사님은	호진이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가?	③	이	조

리사님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④	박	조리사님은	어떤	종류의	

대회에서	우승했는가?	⑤	김	선생님은	경비원이	되기	전에	무슨	일

을	했는가?	

28	 ②	그녀가	결혼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그녀는	언제	그녀의	진짜	재능을	발견했는가?	②	그녀는	

결혼했을	때	몇	살이었는가?	③	그녀는	혼자	파리로	이사	갔는가?	

④	그녀는	파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책을	

썼는가?

01	 직업을	묻고	있으므로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er	또는	-ist가	붙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인

데,	④는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라는	뜻의	단일명사이다.

|	해석	|	A:	네	이모는	무슨	일을	하시니?	B:	그녀는	①	제빵사	②	가

수	③	작가	⑤	만화가야.						

02	 give	away:	기부하다,	나누어주다	 �|	해석	|	그	남자는	그의	돈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03	 ‘1분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초’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

른다.	 �|	해석	|	1분을	나눈	60개의	부분	중	하나	①	나는	초당	4개

의	단어를	읽을	수	있다.	②	너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③	학

교는	3월	2일에	시작한다.	④	그의	사무실은	2층에	있다.	⑤	이번이	

나의	두	번째	일본	방문이다.	

04	 (1)	‘공중으로	이동하다’는	fly(날다)에	대한	설명이다.	(2)	‘자

전거,	오토바이	등에	앉아	조종하다’는	ride(타다)에	대한	설

명이다.	/	win:	이기다,	save:	구하다	

05	 ⑤	I’m	sure	(that)	~.은	‘나는	~라고	확신해.’라는	의미이므

로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I’m	certain	(that)	~.	또

는	I’m	confident	(that)	~.	등이	있다.

01	④					02	④					03	①					04	(1)	fly	(2)	ride					05	⑤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④					11	The	police	caught	the	man	who〔that〕	

stole	my	backpack.				12	①				13	which	was				14	Jina	read	a	newspaper	

while	she	was	eating	breakfast.			15	②			16	세	번째	문장	/	After	I	did	my	

homework,	I	went	to	bed.	또는	I	went	to	bed	after	I	did	my	homework.		

17	①					18	③,	⑤					19	③					20	④					21	differently	/	different					22	③					

23	⑤					24	④					25	②					26	③,	⑤					27	③					28	my	book					29	①					30	
(r)anger					31	She	is	good	at	dancing.					32	①					33	②					34	③					35	(1)	

who〔that〕	is	playing	the	guitar	(2)	who〔that〕	is	singing					36	(1)	while	

he	was	watching	TV	(2)	brushed	his	teeth	after	he	had	dinner	

튼튼! 만점	도전	문제	 pp. 32~37

06	 바로	뒤에	이어지는	‘너는	빵을	잘	굽잖아.(You’re	good	at	

baking.)’라는	표현과	다음에	언급된	‘내가	만든	케이크(my	

cake)’를	통해	‘케이크를	굽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③	A는	빵을	잘	굽는다고	했다.

|	해석	|	①	A와	B는	자매이다.	②	A의	엄마는	제빵사이다.	③	A는	

빵을	잘	구울	수	있다.	④	A는	B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⑤	B

의	엄마는	케이크를	아주	좋아한다.

08	 학급의	반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

로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be	a	good	listener:	남

의	말을	잘	들어주다,	be	good	at:	~을	잘하다

09	 ④	연설자가	몇	표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	해석	|	①	연설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②	연설자는	무엇이	되고	싶

은가?	③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④	연설자는	몇	표를	

얻었는가?	⑤	연설자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10	 선행사(명사(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고른다.	빈칸에는	사람과	사물	모두를	수식할	수	있

는	that이	들어가야	한다.	

|	해석	|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한국어	수업을	듣는

다.	•나의	아빠는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11	 경찰이	잡은	남자	the	man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쓴	후	뒤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	해석	|	경찰은	그	남자를	잡았다.	그	남자는	내	배낭을	훔쳤다.	→	

경찰은	내	배낭을	훔친	남자를	잡았다.	

12	 나머지는	모두	선행사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①

은	간접의문문에서	‘누가’라는	뜻의	의문대명사로	쓰였다.

|	해석	|	①	나는	누가	이	멋진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전혀	모른다.	②	

그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그	곡을	썼다.	③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세	명의	사람들이	있다.	④	우리는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을	찾고	있다.	⑤	Rachel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는	여자이다.

13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be동사가	과거분사(painted)와	함께	

쓰였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인	which	was의	생

략이	가능하다.	 �|	해석	|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리신	그림이다.

14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낼	때	접속사	while을	쓴다.	while	뒤

에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15	 ①	시간	순서상	ⓑ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다.	③,	④	

after는	접속사로	쓰였으며,	문맥상	자연스럽다.	⑤	ⓐ의	She

와	ⓑ의	she는	같은	사람이다.

|	해석	|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떠났다.

16	 세	번째	문장의	접속사	after가	쓰인	절의	내용은	주절의	내용	

I	went	to	b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	시제로	쓴다.

|	해석	|	□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	

수업이	끝난	후에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	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에	벨이	울렸다.	□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Janet과	마주쳤다.		

17	 ⓒ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관계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

므로	뒤에	주어	it을	쓰지	않는다.	it	→	생략	ⓔ	관계사절의	동

사는	선행사에	수를	일치시킨다.	a	plan이	단수이므로	동사

는	sounds가	되어야	한다.	sound	→	sounds	

|	해석	|	ⓐ	작년에	나온	흥미로운	책이	몇	권	있었다.	ⓑ	나는	맵지	않

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다.	

18	 ‘~한	후에’는	「after	+	주어	+	동사」로	표현한다.	접속사	after

가	쓰인	절은	주절	앞이나	뒤에	쓸	수	있으며	앞에	쓸	경우	두	

문장	사이에	콤마(,)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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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ol은	형용사로	‘시원한,	서늘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	

글의	문맥상	‘멋진’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20	 빈칸	바로	앞의	‘나를	아는지’	묻는	호진이의	질문에	빈칸	다

음에	매일	학교	식당에서	본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긍정의	표현이	들어가야	알맞다.	

21	 look은	형용사를	보어로	써서	‘~해	보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22	 ③	스쿠터를	탄	여인은	호진이를	학교	식당에서	매일	본다고	

하였다.	 �|	해석	|	①	호진이는	만화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한다.	②	

그	여인은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	③	오늘	그	여인은	호진이를	처음	

봤다.	④	그	여인은	학교	식당에서	일한다.	⑤	호진이는	그	여인에	

대한	만화	소설을	쓰고	싶어	한다.		

23	 reader	reviews는	‘독자	평점’이라는	의미이므로	⑤가	잘못

된	설명이다.	 �|	해석	|	새	슈퍼영웅	친구들	/	이보미	씀	/	책	종류:	

만화	소설	/	등장인물들:	•식당	직원	•경비원	•공원	관리인	/	★

★★★★	독자	평점	/	이	굉장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24	 ‘~한	후에’는	접속사	after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

이	온다.

25	 ②	give	away는	‘나누어주다’라는	뜻으로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경우	「동사	+	대명사	+	부사」의	어순으로	배열하는	것에	유

의한다.	gives	away	them	→	gives	them	away

26	 대화를	시작할	때	하는	말	‘있잖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자

연스러우므로	이에	해당하는	표현인	③,	⑤가	들어가야	한다.

27	 ③	Lunch	Lady가	초당	몇	개의	쿠키를	먹을	수	있는지는	언

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호진이의	새	만화	소설의	제목은	무

엇인가?	②	Lunch	Lady의	스쿠터는	무엇이	특별한가?	③	Lunch	

Lady는	초당	몇	개의	쿠키를	먹을	수	있는가?	④	호진이의	친구들

은	Lunch	Lady를	마음에	들어	했는가?	⑤	호진이는	누구를	모델

로	해서	Lunch	Lady를	만들었는가?	

28	 it은	앞	문장에	나온	my	book을	가리킨다.

29	 선행사가	사람(her	coworkers)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

나	that이	들어가야	한다.

30	 ‘공원,	삼림	또는	시골	지역을	관리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을	

ranger(관리원,	경비원)라고	한다.	

31	 박	조리사님이	춤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녀가	춤을	잘	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해석	|	질문:	박	조리

사님은	무엇을	잘하는가?	→	그녀는	춤을	잘	춘다.

32	 주어진	문장은	위	글의	주인공인	My	aunt(나의	이모)를	맨	

처음	언급하는	문장이므로	글	맨	앞에	위치해야	자연스럽다.

33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접속사	while이	들어가야	한다.		

34	 ③	글쓴이의	이모는	여행하면서	전	세계의	친구들을	사귀었

다고	했다.	 �|	해석	|	①	그녀는	패션	모델로	일한다.	②	그녀는	지

금	30대이다.	③	그녀는	여행하는	동안	친구들을	사귀었다.	④	그녀

는	70명의	친구들이	있다.	⑤	그녀는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한다.	

35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쓰고	뒤에	수식

하는	내용을	덧붙인다.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시

제는	A의	맨	처음	대화에	맞춰	현재진행형으로	쓴다.

|	해석	|	A:	봐!	우리	형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	B:	그는	기타

를	치고	있는	사람이니?	A:	아니.	그는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야.	B:	

와!	그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36	 (1)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	뒤에는	「주

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일정	기간	지속된	일을	묘

사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주로	진행	시제를	사용한다.	(2)	‘~

한	후에’는	접속사	after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after	뒤에	먼저	일어난	일을	쓴다.

|	해석	|	James는	TV를	보는	동안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다.	그는	저

녁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았다.

01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은	I’m	sure	(that)	~.	또는	I’m	certain

〔confident〕	(that)	~.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해석	|	A:	날씨가	무척	흐려.	B:	나는	곧	비가	내릴	거라고	확신해.		

02	 be	good	at은	‘~을	잘하다’라는	뜻으로	at이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구)나	동명사를	써야	한다.	

03	 밑줄	친	문장은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	것이	확실해.’라는	의

미로,	주어를	I로	쓴	같은	의미의	문장은	「I’m	sure	(that)	+	주

어	+	동사	~.」로	쓸	수	있다.

04	 be	good	at은	‘~을	잘하다’라는	뜻으로,	(1)	Kelly의	말을	통

해	Liam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Liam의	말

에서	자신이	춤을	잘	못	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정으로	

대답한다.	

05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	뒤에는	「주어	+	동

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요리하는	동작은	일정	기간	지속

되는	것이므로	진행	시제를	쓴다.		

|	해석	|	Tim이	요리를	하는	동안	Jane은	집에서	나갔다.

06	 (1)	선행사가	사물(the	 jacket)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2)	선행사

가	사람(a	man)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쓰고	

뒤에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에

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주어는	쓰지	않는다.

07	 ‘~한	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after	뒤에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after	뒤에	먼저	일어난	일을	쓴다.

08	 선행사	a	person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a	person이	단수이므

로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을	쓴다.	

�|	해석	|	<보기>	소설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01	(1)	I’m	sure	(that)	또는	I’m	certain〔confident〕	(that)						2	is	good	at	

playing						3	I’m	sure	(that)	she	will	love	it.						4	(1)	Yes,	he	is. (2)	No,	

he	can’t.						5	while	Tim	was	cooking						6	(1)	I	like	the	jacket	which
〔that〕	has	five	buttons. (2)	She	met	a	man	who〔that〕	is	from	Italy.	

7	met	a〔his〕	friend	after	he	rode	a	bicycle	(this	morning)						8	(1)	A	

babysitter	is	a	person	who	takes	care	of	babies. (2)	A	barista	is	a	

person	who	makes	coffee	in	a	coffee	bar.						9	knocked	on	the	door,	

he	entered	the	room						10	Julia	Child	was	a	person	which	found	

her	real	talent	in	her	30s.	→	Julia	Child	was	a	person	who〔that〕	

found	her	real	talent	in	her	30s.	/	During	she	was	studying,	she	

decided	to	write	a	cookbook.	→	While	she	was	studying,	she	

decided	to	write	a	cookbook.						11-1	which〔that〕						11-2	Mr.	Smith	

is	the	man	who	gave	me	a	ride	yesterday.					11-3	The	man	who	won	

the	contest	has	two	sons	who	are	students.					12	I’m	sure	you’ll	pass	

the	test.						13	(1)	I’m	good	at	drawing. (2)	I’m	good	at	singing	rap	

songs.						14	(1)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I	read	a	book.	또는	I	

read	a	book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2)	While	I	was	walking	

home,	I	had	a	sandwich.	또는	I	had	a	sandwich	while	I	was	walking	

home.						15	(1)	who〔that〕	is	jumping	rope (2)	who〔that〕	are	

playing	badminton (3)	which〔that〕	is	sleeping	on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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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한	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after	뒤에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after	절로	문장을	시작할	경우	주절과

의	사이에	콤마(,)를	쓴다.

|	해석	|	그는	문을	두드린	후에	방에	들어갔다.		

10	 선행사가	사람(a	person)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써야	한다.	/	during은	전치사로	뒤에	명사(구)나	동명

사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오므로	같은	의미의	접속사	while로	고쳐	써야	한다.	

11-1	선행사가	동물(the	monkey)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을	써야	한다.	

11-2	선행사	the	man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쓴	뒤	‘어제	

나를	태워준’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덧붙인다.

11-3	 ‘그	남자는	두	아들이	있다’를	먼저	영작한	뒤,	‘그	남자’와	

‘두	아들’의	각각의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설명

을	덧붙인다.	sons는	복수이므로	관계대명사	뒤에	be동사도	

복수	형태로	쓰는	것에	주의한다.		

12	 sure를	사용한	확신을	나타내는	문장은	I’m	sure	(that)	~.로	

쓴다.	 �|	해석	|	호석이는	내일	수학	시험이	있다.	그는	그	시험에	대해	

걱정한다.	너는	그가	수학을	잘하고	그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을	안다.	너는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호석이에

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	나는	네가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확신해.

13	 ‘~을	잘하다’라는	의미는	be	good	at으로	표현하며,	at	뒤에

는	명사(구)나	동명사를	쓴다.

|	해석	|	남준:	지민아,	너는	무엇을	잘하니?	지민: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너는	어때?	남준:	나는	랩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래퍼가	되고	싶어.	

14	 (1)	‘~한	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after	뒤에는	「주어	+	동사」

의	절이	온다.	(2)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	

뒤에는	「주어	+	동사」의	절이	온다.	after	절과	while	절은	주

절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으며,	주절의	앞에	오는	경우에는	

주절과의	사이에	콤마(,)를	쓴다.	 �|	해석	|	A:	너	늦었구나.	어디

에	있었니?	B:	도서관에	있었어요.	역사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끝

낸	후에	저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A:	너	저녁	먹었니?	B:	네.	저는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15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뒤	수식하는	내용을	덧붙

인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또는	that을,	동물이면	which	

또는	that을	쓴다.

01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대한	힘과	날아다니는	능력과	같

은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⑤	

superhero(슈퍼영웅)이다.	 �|	해석	|	①	대표,	지도자	②	공원	경

비원	③	경비원,	관리인	④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02	 model	...	on	~:	~를	본떠서	…을	만들다

03	 ‘(과거의)	한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찾는다.	/	at	once:	

01	⑤				02	②				03	①						04	③				05	④				06	I’m	sure	you’ll	do	a	good	

job.				07	①,	⑤				08	⑤				09	②				10	④				11	I	want	to	be	someone	

who	can	help	others.				12	⑤				13	went	to	a	piano	lesson	/	had	

lunch				14	While	Sumi	was	studying				15	①,	③				16	②				17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18	③				19	He	likes	to	

make	graphic	novels.				20	①				21	②				22	②				23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special	talents.				24	③				2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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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해석	|	과거에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아닌	①	그는	한때	내	

친구였다.	②	그것을	한	번	더	읽어줘.	③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난

다.	④	일단	그녀가	도착하면	너는	떠나도	된다.	⑤	너는	즉시	진찰

을	받아야	한다.	

05	 재활용하는	것에	능숙하고,	좋아한다고	했으므로	④	재활용

이	‘지루하다’라는	말은	알맞지	않다.	④	boring	→	fun

06	 ‘나는	~라고	확신해.’라는	말은	I’m	sure	(that)	~.로	쓴다.

07	 ①	take	a	look	at:	~을	보다	⑤	make	one’s	day:	~를	행복

하게	하다

08	 ⑤	Jaden이	그리는	만화의	제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	해석	|	①	

Jaden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②	Jaden은	유리에게	그의	만화를	보

여주는가?	③	Jaden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④	유리는	Jaden	만화

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⑤	Jaden	만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09	 엄마가	요리를	시작한	것은	아빠가	집에	온	이후이다.	‘~한	

후에’라는	뜻의	접속사는	after이다.	 �|	해석	|	우리	아빠는	6시

에	집에	오셨다.	우리	엄마는	6시	10분에	요리를	시작하셨다.	→	우

리	아빠가	집에	오신	후에	우리	엄마는	요리를	시작하셨다.	

10	 ④	앞에	있는	선행사	the	one은	a	USB	flash	drive를	뜻하므

로	사물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who	

→	which⦗that⦘	 �|	해석	|	A:	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보셨어요?	

B:	응.	내가	거실	청소를	하는	동안	열쇠처럼	생긴	플래시	드라이브

를	찾았어.	나는	그걸	네	책상	위에	뒀어.	A:	아,	그거	말고요.	저는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걸	찾고	있어요.	

11	 someone을	선행사로	하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쓴	

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에	해당하는	내용을	뒤에	덧

붙인다.	/	want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	해석	|	A: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B: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12	 ⑤	주격	관계대명사	who	앞에	선행사로	사물이	올	수	없다.		

|	해석	|	Natalie는	아주	똑똑한	①	아들이	②	언니가	③	사촌이	④	친

구가	있다.

13	 접속사	after가	쓰인	절에	먼저	일어난	일을	쓴다.	

|	해석	|	진호는	점심을	먹은	후에	피아노	수업에	갔다.

14	 일정	기간	지속되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낼	때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을	쓴다.	while	뒤

에는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	해석	|	수미가	공부하는	동안에,	전등이	나갔다.	

15	 ①	선행사	jokes가	복수이므로	관계대명사	뒤의	동사도	수	일

치를	시킨다.	wasn’t	→	weren’t	또는	동사	wasn’t에	맞게	선

행사를	단수형인	a	joke로	고친다.	③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be동사가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와	함께	올	때,	「관계대명

사	+	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that	playing	→	playing	또

는	that	is	playing

|	해석	|	②	그녀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다.	④	나는	피자를	만

들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다.	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16	 ①	who	→	which〔that〕(선행사가	사물)	④	arrive	→	

arrived	(과거에	일어난	일)

|	해석	|	나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	버스를	잡고	싶었다.	나는	버

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그	버스가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빨리	달렸지만	버스가	떠난	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17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	뒤에	「주어	+	동사」

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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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③은	스쿠터를	탄	여인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호진이를	

가리킨다.

19	 첫	문장에서	호진이는	만화	소설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20	 주어진	문장의	it이	①	앞에	나온	a	new	graphic	novel을	가

리키고,	①	뒤의	She는	주어진	문장의	Lunch	Lady를	가리키

므로	①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21	 ‘초당’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per	second이다.			

22	 ②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에서	알	수	있다.

23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관계사절에	주어를	쓰지	않

는다.		

24	 would	like	to	+	동사원형:	~하고	싶다	/	say	hello	to:	~에

게	인사하다,	~에게	안부를	전하다

25	 ⑤	학교	경비원인	김	선생님은	과거에	공원	경비원이었다.			

|	해석	|	①	이	조리사님은	내	소설을	읽었다.	②	박	조리사님은	우리	

학교	식당에서	일한다.	③	박	조리사님은	춤	경연대회에서	우승했

다.	④	김	선생님은	우리	학교	경비원이다.	⑤	김	선생님은	장래에	

공원	경비원이	되기를	원한다.	

01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이라

는	의미의	단어는	⑤	adventurous(모험심이	강한)에	대한	설

명이다.	 �|	해석	|	①	위험	②	초조해하는	③	굉장한	④	다른	

02	 work	at:	~에서	일하다	/	take	a	look	at:	~을	보다

|	해석	|	•Claire는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		•내게	지도를	보여줘.

03	 ②	unique는	‘독특한’이라는	뜻이다.	 �|	해석	|	①	그녀는	음악

에	재능이	있다.	②	그는	항상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③	

그	남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④	바람이	초당	5미터의	속

도로	불고	있다.	⑤	모든	가족이	내일	캠핑을	갈	것이다.

04	 노래와	연기,	춤추기를	다	잘해야	하는	곳이므로	④	뮤지컬	

극단이	가장	알맞다.

05	 ⓐ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을	때	Is	something	wrong?이라는	

표현을	쓴다.	ⓑ	전교생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므로	‘긴장된’	

상태일	것이다.	ⓒ	상대방의	격려에	기분이	‘나아’졌을	것이다.	

06	 I’m	sure	~.는	I’m	certain	~.이나	I’m	confident	~.로	바꾸

어	쓸	수	있다.

|	해석	|	①	나는	네가	잘할지	의심스러워.	②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해.	③	나는	네가	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④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지	않아.	⑤	나는	네가	잘할지	어떨지	모르겠어.

07	 be	good	at:	~을	잘하다	/	be	good	for:	~에	좋다

08	 ④	나미는	재활용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다.	 �|	해석	|	①	나

미는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다.	②	나미는	그녀의	스마트폰	케이스

를	재활용한다.	③	나미는	낡은	옷들이	많다.	④	나미는	재활용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⑤	나미는	낡은	청바지로	옷을	만든다.

01	⑤				02	at				03	②				04	④				05	ⓐ	wrong	ⓑ	nervous	ⓒ	better					

06	②				07	③				08	④				09	④				10	③				11	④				12	①,	②				13	③				14	

which〔that〕	 is	thin	and	 light				15	 I	felt	better	after	 I	took	the	

medicine.	또는	After	I	took	the	medicine,	I	felt	better.				16	②,	④				17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18	③				19	⑤				20	⑤				21	ⓐ	rides	ⓑ	saves	ⓒ	gives				22	

She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	in	one	second).				23	②				24	④				

25	He	was	a	park	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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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선행사가	사람(the	student)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쓴다.	 �|	해석	|	Sarah는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학생이다.

10	 ‘~	(한)	후에’라는	뜻으로	전치사와	접속사로	모두	사용되는	

것은	after이다.	 �|	해석	|	•나는	방과	후에	쇼핑하러	갈	것이다.	

•그녀는	저	물을	마신	후에	병에	걸렸다.

11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한다.

|	해석	|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던	남자와	고양이를	보지	못했다.

12	 ①	after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명사(구)나	동명사가	오

고,	접속사로	쓰일	때는	뒤에	「주어	+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온다.	finish	→	you	finish	②	접속사	뒤에는	절을,	전치사	뒤

에는	명사(구)나	동명사를	쓴다.	while	뒤에	명사구가	쓰였으

므로	‘~	동안에’라는	뜻의	전치사	during으로	고쳐야	한다.	

13	 ③	미나는	지효가	집에	오기	전에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	해석	|	①	미나는	숙제를	하는	동안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다.	②	지

효는	미나가	시끄러운	소음을	들은	후에	집에	왔다.	④	미나가	숙제

를	하는	동안	지효는	집에	왔다.	⑤	미나는	지효가	집에	온	후에	숙

제를	끝냈다.

14	 선행사	a	laptop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쓰고	뒤에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	해석	|	A:	어떤	종류의	노트북을	찾고	있나요?	B:	저는	얇고	가벼

운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15	 ‘~한	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after	뒤에는	「주어	+	동사」로	

된	절이	온다.	after	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으며,	

주절의	앞에	오는	경우	주절과의	사이에	콤마(,)를	쓴다.

|	해석	|	나는	그	약을	먹은	후에	나아졌다.	/	그	약을	먹은	후에,	나는	

나아졌다.				

16	 ②	During	→	While	④	who	are	→	who	is

17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18	 ①	real은	뒤에	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형태인	really

가	되어야	한다.	③	sudden은	동사	said를	수식하는	부사	

suddenly가	되어야	한다.	⑤	look	+	형용사:	~해	보이다	/	

differently	→	different

19	 ⑤	스쿠터를	탄	여인이	대화	후에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다.

|	해석	|	①	호진이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②	호진이는	스쿠

터를	탄	여인을	봤을	때	어디에	가고	있었는가?	③	호진이와	그	여

인은	서로를	아는가?	④	그	여인은	어디에서	일하는가?	⑤	그	여인

은	대화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20	 밑줄	친	it은	바로	앞	문장의	Lunch	Lady	Begins라는	만화	

소설을	가리킨다.

21	 주어가	모두	3인칭	단수인	she이고	현재	시제로	써야	하므로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	스쿠터는	‘타는’	것이다.	ⓑ	사람들

을	위험에서	‘구해준다.’	ⓒ	give	away:	나누어주다		

22	 Lunch	Lady는	초당	100개의	쿠키를	만든다고	했다.

|	해석	|	질문:	Lunch	Lady는	1초에	몇	개의	쿠키를	만드는가?	→	

그녀는	(초당	/	1초에)	100개의	쿠키를	만든다.

23	 주어진	문장은	그녀(이	조리사님)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신

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는	내용이므로	동료들

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장	앞인	②에	들어가야	한다.

24	 주어진	문장은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의	의미인데,	

like	that이	생략된	Of	course	they	will.이	되도록	한다.

25	 |	해석	|	질문:	김	선생님은	경비원이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	

그는	공원	경비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