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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1
주어가 행위자일 경우 능동태,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면 수동태를 쓴다.

•Carol washed the car. → Carol이 행위의 주체

•  The car was washed by Carol. → The car가 행위를 받는 대상

1  수동태의 개념 및 형태

능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할 때, 수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당하거나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수동태

의 형태는 「be동사＋과거분사」이고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는 「by＋행위자(목적격)」로 표현한다.

능동태   Mark Twain  wrote  the novel.  Mark Twain이 그 소설을 썼다.

수동태   The novel  was written  by Mark Twain.  그 소설은 Mark Twain에 의해 쓰였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능동태의 목적어) be + p.p. by + 행위자 (능동태의 주어)

UNIT 02 수동태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어서 밝힐 필요가 없거나 행위자를 모를 때는 「by＋행위자」를 생략한다.

The building was built in 1880.  그 건물은 1880년에 지어졌다.  

→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Spanish is spoken in Mexico.  스페인어는 멕시코에서 사용된다.    

→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

Grammar Plus

현재완료 Ed has slept since 5 o’clock.    Ed는 5시 이후부터 잔다.  

→ 5시부터 자고 있는 상태

현재완료진행 Ed has been sleeping since 5 o’clock.   Ed는 5시 이후부터 내내 자고 있다.  

→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는’ 상태임을 강조

2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수동태 부정문은 「주어 + be동사＋not〔never〕 + 과거분사 ~.」, 수동태 의문문은 「Be동사＋주어 + 과거분사 ~?」의 형태로 

쓴다.

긍정문  The movie was directed by Spielberg.  그 영화는 Spielberg에 의해 감독되었다.

부정문  The movie was not directed by Spielberg. 그 영화는 Spielberg에 의해 감독되지 않았다. 

의문문  Was the movie directed by Spielberg?  그 영화는 Spielberg에 의해 감독되었니?

수동태 문장의 시제는 be동사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낸다.

미래시제  The Olympics will be held this year. 올림픽은 올해 개최될 것이다.

진행시제  The elevator is being repaired.  그 엘리베이터는 수리되고 있다.

완료시제  All flights have been canceled.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Gramma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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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1 정답과 해설  7쪽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He ( raise / raises / is raised ) a dog.

2   The room (clean / is cleaned / were cleaned ) every day.

3   My father’s train (arrive / will arrive / will be arrived ) at 9:20.

4   Rosa (gave / given / was given ) a laptop computer for a birthday 

present.

A
•arrive at ~에 도착 

하다

•laptop computer  
노트북 컴퓨터

A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시오.

1   Hangeul  by King Sejong. (create )

2   The Olympics  every four years. (hold )

3 These flowers  by Tom every morning. (water )

4 An award  to Sally at the meeting last night. (give )

B
•create 창조하다

•award 상

B

다음 문장을 괄호 안의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1   The toy was chewed by the dog. (부정문)

 →  

2   The prisoner was caught by the guards. (의문문)

 →  

D
•chew 물어뜯다, 씹다

•prisoner 죄수

•guard 경비원

D

다음 그림과 주어진 어구를 활용하여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1   The desk  by Mina now.

2   The blackboard   by Jisu now.

3   The floor  by Hojin now.

•sweep the floor

•mop the floor

•clean the desk

•erase the blackboard

C
•  sweep (빗자루로) 쓸

다, 청소하다

•mop 대걸레로 닦다

•erase 지우다

The floor is being swept by Junho now.
보기

C

Junho Hojin

Jisu

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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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2

1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

will, must, can, may, have to, should 등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be＋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 

낸다.

Susan will be invited to today’s meeting. Susan은 오늘 모임에 초대될 것이다.

This blouse should be dry-cleaned only. 이 블라우스는 드라이클리닝만 되어야 한다.

Your house can’t be seen from here. 너의 집은 여기서는 볼 수 없다.

2  주의해야 할 수동태

수동태의 행위자 앞에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Everybody was very surprised at the news. 모두 그 소식에 매우 놀랐다.

The parking lot is filled with cars. 주차장이 자동차들로 가득 찼다.

He is interested in sports. 그는 운동에 관심이 있다.

동사 자체에 수동의 의미가 있어서 수동태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가 있다.

This book doesn’t sell these days.     이 책은 요즘에는 팔리지 않는다.

A boiled tomato peels easily.     삶은 토마토는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상태를 나타내는 have, become, resemble, like, want, belong 등의 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These books belong to me. (○)     이 책은 내 것이다.

These books are belonged by me. (×)

•Jessica resembles her mother. (○)    Jessica는 자신의 엄마를 닮았다.

Jessica is resembled by her mother. (×)

Grammar Plus

•  be known as ~으로 알려져 있다  •  be known for ~으로〔때문에〕 알려져 있다

•  be covered with ~으로 덮여 있다  •  be filled with ~으로 가득 차다

•  be surprised at ~에 놀라다  •  be satisfied with ~에 만족하다

•  be interested in ~에 관심이 있다  •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  be made of ~으로 만들어지다 (물리적 변화)  •  be made from ~으로 만들어지다 (화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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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정답과 해설  7쪽2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시오.

1   He is known  a great writer.

2   I’m interested  music and dance.

3   The top of the mountain is still covered  snow.

A A
•writer 작가

•still 여전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The box fills in apples.

 → 

2   This statue makes by ice.

 → 

3   We surprised with the news.

 → 

B B
•fill (가득) 채우다

•statue 조각상

•surprise 놀라게 하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We will do the work by tomorrow.

 =     The work    by tomorrow by us.

2   Everyone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   The traffic rules    by everyone.

3   We can see Mt. Halla from everywhere on Jeju Island.

 =   Mt. Halla    from everywhere 

on Jeju Island.

C C
•traffic rule 교통 규칙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 표현의 알맞은 형태를 써서 대화를 완성하시오.

1   A:   Where can I buy stamps?

 B:   Stamps  at the post office. ( can buy )

2   A:   Can I park my bike here?

 B:   Sorry, but your bike  over there.  

(must park )

3   A:   Do you want me to wash your blouse?

 B:   No, thanks. This blouse .   

( should dry-clean ) 

D D
•stamp 우표

•post office 우체국

•dry-clean 드라이클

리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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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1
정답과 해설  8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바람 빠진 타이어는 나에 의해 교체되었다. ( change )

 → The flat tire .

2 오늘밤에 영화가 상영될 것이다. (will, show)

 → A movie  tonight.

3 그 집은 허리케인으로 파괴되었다. (destroy )

 →  by the hurricane.

4 그 문은 Mr. Smith에 의해 페인트칠이 되지 않았다. (paint )

 → The door .

5 그 서류는 그에 의해 서명되어져야 한다. ( should, sign )

 → The paper .

6 나와 나의 남동생은 그 결과에 놀랐다. ( surprise )

 → My brother and I  the result.

A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이 바구니는 나뭇가지로 만들어졌다. (made, twigs, this, of, basket, is )

 → 

2 그 파이는 너의 강아지가 먹었니? ( the pie, by, eaten, your puppy, was )

 → 

3 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 ( am, his, worried, I, health, about )

 → 

4 그 고양이는 너에 의해 길러질 수 없다. ( can’t, you, raised, the cat, by, be )

 → 

5 그 도로는 보수되고 있다. (being, the road, repaired, is )

 → 

6 나의 자전거는 도난당하지 않았다. ( hasn’t, my bike, stolen, been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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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2
정답과 해설  8쪽

다음은 토요일 오후 진호 가족의 모습이다.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1 The dishes  .

2 The trash  .

3 The windows  .

The car is being washed by Dad.
보기

A

•Dad / wash the car

•Mom / wash the dishes

•Jinho / take out the trash

•Jinmi / clean the windows

다음 자선 모금 행사의 역할 분담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각 인물들이 할 일을 쓰시오.

1 Sandwiches  .

2 Food  .

3 The tables  .

Bora Hansu Sangwon Jina

roll gimbap make sandwiches serve food set the tables

Gimbap will be rolled by Bora.
보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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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A
정답과 해설  9쪽

Words and Phrases

vitamin  비타민 prevent  막다, 예방하다 disease  질병   

prove  증명하다 value  가치 bombing  폭격 

mission  임무 daylight  (낮의) 햇빛, 일광 dark  어두운  

condition  상태, 질환 night blindness 야맹증 cure  치료하다

throat  목구멍, 목 

Words and Phrases

Vitamin A is important because it can prevent diseases. It proved 

its value during World War II. Pilots went out on bombing missions 

at night. They could see well in daylight, but they could not see very 

well when it was dark. This condition is known   night 

blindness. It can be prevented and cured by taking vitamin A. This 

vitamin is also good for the nose and throat.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① 비타민 A의 효능

② 야맹증의 원인과 대책

③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④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⑤ 제2차 세계대전의 의학적 성과

1

2 윗글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to ② by ③ with ④ of ⑤ a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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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B
정답과 해설  9쪽

Words and Phrases

bamboo  대나무 fence  울타리 ladder  사다리 entire  전체의

raft  뗏목 fishing rod 낚싯대 product  제품, 생산품 medicine  약

stem  줄기 valuable  가치 있는, 귀중한 hollow  속이 텅 빈 water pipe 배수관, 송수관 

flowerpot  화분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Words and Phrases

Bamboo is one of the most useful grasses in the world. It is used to 

make fences, ladders, and even entire houses. Toys, rafts, fishing rods, 

and many other products ⓐ (make) from bamboo. Its leaves are used to 

feed animals and to make paper. Juice from the plant is used as 

medicine. Its stems are the most valuable part of the plant. They are 

hollow inside, so people ⓑ (use) them for water pipes, flutes, and 

flowerpots. Bamboo stems are eaten as vegetables. When they ⓒ (cook), 

they taste like asparagus. There is no end to the uses of this magic grass!

  Why does the writer call bamboo “magic grass”?

① Its stem is hollow.

② It is used by magicians.

③ Its juice can be medicine.

④ It is used in so many ways.

⑤ It can be eaten by both people and animals.

1

윗글의 ⓐ, ⓑ, ⓒ를 각각 어법에 맞게 바꿔 쓰시오.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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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produce  생산하다

제품을 생산하다:    a product

production  생산

자동차 생산:   car 

collect  수집하다

정보를 수집하다:    information

collection  수집품

동전 수집품:   a coin 

predict  예측하다, 예견하다

지진을 예측하다:     earthquakes

prediction  예측, 예견

긍정적인 예측:   a positive 

educate  교육하다

십 대들을 교육시키다:     teenagers

education  교육

대학 교육:   a college 

pollute  오염시키다

대기를 오염시키다:    the air

pollution  오염

수질 오염:   water 

1  명사를 만드는 -tion

inform  알리다

경찰에게 알리다:    the police

information  정보

최신 정보:   the latest 

satisfy  만족시키다

어머니를 만족시키다:     my mother

satisfaction  만족

소비자 만족:   customer 

suggest  제안하다

해법을 제시하다:    a solution

suggestion  제안

어떤 제안도 환영하다:     welcome any 

calculate  계산하다

거리를 계산하다:    distances

calculation  계산, 산출

복잡한 계산:   a complex 

translate  번역하다, 통역하다

책을 번역하다:    a book

translation  번역, 통역

정확한 번역:   an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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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A 1 수집품  2 오염  3 제안  4 번역, 통역  5 죽음, 사망  6 prediction  7 satisfaction  8 calculation  9 growth  10 depth
 B 1 production  2 education  3 information  4 breath  5 width

2  명사를 만드는 -th

breathe  호흡하다

깊이 호흡하다:    deeply

breath  호흡, 숨

숨을 참다:   hold one’s 

grow  자라다

더 크게 자라다:    bigger

growth  성장

경제 성장:   economic 

dead  죽은

죽은 벌레:   a  bug

death  죽음, 사망

갑작스러운 사망:   a sudden 

wide  넓은

(폭이) 넓은 넥타이:   a  necktie

width  폭, 너비

폭 5미터:   5 meters in 

deep  깊은

깊은 호수:   a  lake

depth  깊이

깊이 10미터:   10 meters in 

A 다음 영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쓰시오.

1 collection 

2 pollution 

3 suggestion

4 translation 

5 death 

6 예측, 예견  

7 만족    

8 계산, 산출

9 성장    

10 깊이  

Voca Checkup

B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어구를 완성하시오.

1 mass  (대량 생산)

2 early childhood  (유아 교육)

3 some  on Australia (호주에 관한 몇 가지 정보)

4 take a deep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다)

5 the  and length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폭과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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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태02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AA

1 이 음악은 베토벤에 의해 작곡되었다. (compose)

 →   This music was  Beethoven.

2 그 아기는 병원에 데려가졌다. (take)

 →   The baby  to the hospital.

3 나는 이 사진에 만족한다. (satisfy)

 →   I  this picture.

4 그 케이크가 Susan에 의해 만들어졌니? (make)

 →    the cake  Susan?

5 스페인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말해진다. (speak)

 →   Spanish  many people.

6 지붕이 눈에 덮여 있다. (cover)

 →   The roof  snow.

7 그는 벌레에 물렸니? (bite)

 →    a bug?

8 물속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must, wear)

 →   Life jackets  in the water.

9 그녀의 목소리는 밖에서 들릴 수 있다. (can, hear)

 →   Her voice  from outside.

10 그는 위대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know)

 →   He  a great scientist.

11 그 개들은 주인에 의해 씻겨지지 않았다. (not, wash)

 →   The dogs  the owner.

12 이 표들은 반값에 판매될 것이다. (will, sell)

 →   These tickets  at half price.

13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make)

 →   This desk is  wood.

14 그 영화는 오후 4시에 상영될 것이다. (will, show)

 →   The movie  at 4 p.m.

15 그 차는 나의 아버지에 의해 수리되고 있다. (being, fix)

 →   The car  my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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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1 그 문은 나에 의해 페인트칠이 되었다. (me, by, painted, was)

 →   The door .

2 이 코트는 유명한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designed, by, was)

 →   This coat  a famous designer.

3 그녀는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 (not, invited, was)

 →   She  to the party.

4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made, from, is, milk)

 →   Cheese .

5 이 나라에서 중국어가 사용되니? (spoken, is, Chinese)

 →    in this country?

6 큰 다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 (being, built, is)

 →   A big bridge  now.

7 그 방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filled, with, was)

 →   The room  laughter.

8 이러한 종류의 새는 그 섬에서 발견될 수 있다. (found, be, can)

 →   This kind of bird  on the island.

9 그의 콘서트는 경기장에서 열릴 것이다. (be, held, will)

 →   His concert  at the stadium.

10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be, inside, shouldn’t, eaten)

 →   Food .

11 모든 가방들이 아침에 판매되었나요? (the bags, sold, all, were)

 →    in the morning?

12 너의 컴퓨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한다. (checked, be, must)

 →   Your computer  once a month.

13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taken, should, off, be)

 →   Shoes  when you come in.

14 이 목걸이는 나의 할머니에 의해 내게 주어졌다. (by, given, me, was, to)

 →   This necklace  my grandmother.

15 음식이 종업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served, by, is, the waiter, being)

 →   Th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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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born  ② be born

③   am born  ④ was born

⑤   am being born

I  in 1999.

6

①   break - stole ② broken - stole

③   break - stolen ④ broken - stolen

⑤   breaks - stolen

Her house was  into by a thief. 

All of her things were .

2 다음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①   take ② takes ③ taken

④   taking ⑤ will take

•Is this seat ?

•The cat was  to the vet.

3 다음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①   The black horse fed Mina.

②   The black horse will feed Mina.

③   Mina was fed by the black horse.

④   The black horse was fed by Mina.

⑤   Mina can be fed by the black horse.

Mina fed the black horse.

4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시오.

    

The basket was fill with eggs.

7 다음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은?

①   Chris must be loved by everyone.

②   Joe was surprised in the latest news.

③   The Eiffel Tower was built in 1889.

④   Fossils were discovered by Dr. Han.

⑤   His new album will be released soon.

8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tear  ② torn

③   was torn  ④ was tearing

⑤   will torn

A:   What’s the matter?

B:   My new shirt  by my dog.

5

①   hit - damage ② hit - damaged

③   hits - damage ④ hitting - damaged

⑤   hits - damaged

The town was  by a hurricane. 

Most of the buildings were .

[5 ~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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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

장을 완성하시오.

   The food  .

음식이 종이에 싸여 있다.

(in, wrapped, paper, is)

15 Planes (drive / are driven) by pilots.

[15 ~17]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6 The dress (sews / is being sewn) by the 

tailor.

17 Promises (should be kept / should keep) if 

you want to keep your friends.

11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쓰시오.

    

The flowers were planted by Jane.

12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The e-mail   Minji.

그 이메일은 민지에 의해 쓰이지 않았다. 

10 다음 대화의 밑줄 친 ①~⑤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A:   Seho, did you clean your room?

B:   Not yet, but my homework ① is done.

A:   Remember, it ②must be cleaned before 

dinner. And the dogs ③must be washed, 

too.

B:   Alright. ④ Is dinner being prepared by 

you, Mom?

A:   No, dinner ⑤will be make by your father.

B:   Okay.

13

①   Pictures are taken under water.

②   Pictures were taken under water.

③   Pictures will be taken under water.

④   Pictures can be taken under water.

⑤   Pictures should be taken under water.

물속에서 사진이 찍힐 수 있다. 

[13 ~14]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14

①   This box is delivered by Kate.

②   This box was delivered by Kate.

③   This box will be delivered by Kate.

④   This box is being delivered to Kate.

⑤   This box must be delivered to Kate.

이 상자는 Kate에게 배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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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에 알

맞은 말을 쓰시오. 

    all the flights  at 

the airport? (cancel)

공항에서 모든 비행이 취소되었니?

23 다음 괄호 안의 표현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그 건물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the building, fill, smoke)

[24 ~26]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 

문장을 완성하시오.

   The fence  . 

(break)

24

19 The cake is covered  cream.

20 Wine is made  grapes.

21 Diane is known  her cooking 

skills.

22 Everybody was satisfied  the 

dinner.

[18 ~22]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 

시오.

in  of  for  from  with  at 
보기

18 Ted and I are both interested  

music.

   The dog   by the 

man. (find)

25

   The ball    

the boy. (mis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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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 중 수동태 문장 전환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The writer wrote many plays.  

   Many plays were written by the writer.

②   He changed the password.  

   The password was changed by him.

③   She will help the man.  

   The man will be helped by her.

④   People shouldn’t throw away trash.  

   Trash shouldn’t be throw away by 

people.

⑤   Mike is cooking the fish.  

   The fish is being cooked by Mike.

29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is held  ② was held

③   were held  ④ will be held

⑤   was being held

The wedding ceremony  next 

month.

30 다음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book was (A)  written / being written  

by a famous author. The author (B)  wrote 

/ written  it three years ago. This year, the 

book (C)  be made / will be made  into a 

movie.

(A) (B) (C)

①   written … wrote … be made

②   being written … written … will be made

③   written … written … be made

④ being written … wrote … will be made

⑤   written … wrote … will be made

31
서술형

Andy의 방을 보고, <보기>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빈칸에 알

맞은 말을 쓰시오.

 

steal break throw
보기

There was a thief in Andy’s room last night. 

The window  . 

His laptop  . 

His books   onto 

the floor. 

32
서술형

다음 연표를 보고,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수동

태 문장을 완성하시오. 

(1)   The Titanic  for over two 

years in Belfast, Ireland from 1909. (build)

(2)   An iceberg  by  the 

Titanic on April 14, 1912. (hit)

(3)   The ship  by Robert 

Ballard in 1986. (discover)

March 31, 1909 April 14, 1912 July, 1986

The Titanic Leaves for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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