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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1 관계대명사

Grammar

1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역할과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함께 한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바로

1

이 명사(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I saw a girl. She was dancing.
I saw a girl who was dancing .

나는 춤추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

선행사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

who〔that〕

사물, 동물

which〔that〕

예문

I know a man who〔that〕 speaks French.
나는 프랑스어를 하는 남자를 안다.

I know a restaurant which〔that〕 is open 24 hours a day.
나는 하루 24시간 문 여는 식당을 알고 있다.

Grammar Plus

의문사 who vs. 관계대명사 who

2

의문사

Who won the game?

누가 게임에서 이겼니?

관계대명사

He is the man who won the game.

그가 그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신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대명사의 소유격 역할을 한다.

He has a daughter. Her name is Eva.
He has a daughter whose name is Eva .

그는 이름이 Eva인 딸이 하나 있다.

선행사

선행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람

whose

사물, 동물

whose

예문

I know a man whose wife is a lawyer.
나는 부인이 변호사인 남자를 안다.

I know a dog whose leg was cut off.
나는 다리 하나가 잘린 개를 안다.

Grammar Plus

의문사 whose vs. 관계대명사 whose

134

의문사

Whose shoes are these?

이것은 누구의 신발이니?

관계대명사

He is the boy whose shoes were stolen.

그가 신발을 도둑맞은 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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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A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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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미상 자연스러운 한 문장이 되도록 연결하시오.

1 Look at the children

•

2 That is the bus

•

3 A pilot is someone



• ⓑ that flies an airplane.

•

• ⓒ which goes to Seoul.

4 I know a man

•

• ⓓ who lost their parents

• ⓐ w hose daughter is a

popular singer.



•war 전쟁

in the war.

B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electricity 전기

보기

whose     which     who

1 This is the car

runs on electricity.

2 He showed me a book
3 He is the man

C

•pilot 조종사

•title 제목
•Russian 러시아어
•next

door 옆집

title is in Russian.
lives next door to me.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1 A blender is a machine who mixes foods.
→

C
•blender 믹서기
•actress 여배우
•star 주연을 맡다

2 She is an actress which starred in the movie Spider-Man 3.
→

3 That’s the man which car was stolen.
→

D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1 I don’t like people. They talk too much.
→

D
•professor 교수
•major 전공
•economics 경제학

2 My brother is a university professor. His major is economics.
→

•two-story 2층 짜리
•roof 지붕

3 She lives in a two-story building. Its roof is 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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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6

[1~2]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Let me know the results as

as

캐나다에서 축구는 아이스하키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다.

possible.

Soccer is

① soon

② best		

④ far

⑤ most

2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ice hockey in Canada.

③ less

Calgary is much
Vancouver in winter.
① as cold		

② cold than

[7~8]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

③ the coldest		

④ as colder

시오.

7

⑤ colder than

No one is as smart as Mark in my class.
in my

= M ark is

3

I feel

4

class.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better this morning.

① a lot

② much

④ even

⑤ far

③ so

8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I’ve never seen a scarier movie than that.
movie I’ve

= That’s

(1) I think English is easy than Chinese.

ever seen.

(2) He will be famous than his father in this
field.

5

다음 문장의 빈칸에 old의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

(1) She is as

as my mother.
than he looks.

(2) He’s

person in

(3) Ms. Yuko is the
the village.

(1)

60

(2)

(3)

9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Juno is the shortest
① in

② at		

④ by

⑤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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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시오.

14

10

① It’s smaller than it looks.
② He is quite popular at school.
③ She can swim as better as I.
④ He lives in the biggest house in town.
⑤ You have more friends than I do.

11

A: Which one is heavier?

① The bike is expensive than my car.

B: The cat is much

② The more money he got, the greedier he

the dog.

became.
③ He can’t walk as fast as we can.
④ The score was worse than I expected.

15

⑤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I’ve ever

read.

12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작년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왔다.

A: Which animal is the noisiest?
It rained very more than last year.

B: The monkey is

 

13

of them all.

다음 나머지 넷과 의미가 다른 하나는?

[16~17]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① Hajin can sing as well as others in my

16

class.
② Hajin can sing the best in my class.
③ Hajin can sing better than anybody in my

class.

day?

B: Thursday. I usually finish at 9 at night.
① a busier

④ Nobody can sing better than Hajin in my

class.

② a busiest
③ your the busiest

⑤ No one can sing as well as Hajin in my

class.

A: What is

④ the your busiest
⑤ your bus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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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Test

17

21

A: Should I take a taxi to get there?
B: No. Take the subway. 

The cockroach was as bigger as my finger.

.
 

① It’s not as cheap as a taxi.
② It’s a lot cheaper.
③ It’s very expensive.
④ A taxi is cheaper than the subway.

[22~24]    다음 괄호 안의 말을 이용하여 비교 표현으로 빈칸을 완성

⑤ It takes much longer to get there.

하시오.

22

The Thai food in this restaurant is the
in this town. (good)

[18~19]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8

① His grade is worse than me.
② The Earth is large than the moon.
③ Learning Chinese is difficult than learning

23

The more time you spend on games,
grades you get. (low)

Italian.
④ M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⑤ This is one of the most boring book I’ve

ever read.

19

24

That was one of
memories of my life. (happy)

① Jupiter is the bigger planet in the solar

system.

[25~27]   다음 <보기>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

② I’m as shortest as my mother.

하시오.
보기

③ Your hair is longer than mine.

delicious   difficult   strong

④ This morning is peaceful than yesterday

morning.
⑤ She felt very better than before.

25

Sarah is quite short, but she is much
I.

[20~2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20

Sam is more funny than his brother.

This is one of
cakes I’ve ever t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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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27

The math test was much

31

I thought it

다음 세 사람의 신체 검사표를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쓰
시오.

Tom

Sally

Ellen

age

12

13

12

height

172 cm

158 cm

158 cm

weight

65 kg

58 kg

44 kg

would be.

(1) Who is the oldest?
 

[28~29]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

of the three.

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28

(2) Is Sally shorter than Ellen?

교실은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다.

 No. Sally

(quieter / much / before / the classroom /

Ellen.

became / than)

(3) Who is the heaviest of the three?

 

 No one

Tom.

29

나는 너만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

(draw / I / can’t / well / you / as / as)
 

서술형

32

30

다음 기록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의 밑줄 친 곳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과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과목 중 하나이다.

Science is one of my little favorite subjects.
 

 Usain Bolt can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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