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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2
1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thing, -body, -one, -where 등의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때
•전치사구, to부정사(구), 분사구, 관계대명사절 등 수식하는 말이 길 때

I really want something cold. <부정대명사 수식> 나는 차가운 무언가를 정말로 원해.
I played soccer with the boys in my class. <전치사구> 나는 내 반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했다.
Everyone needs a friend to talk with. <to부정사구> 모든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

Steak cooked medium rareis my favorite. <분사구> 약간 덜 익힌 스테이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It is good news for the farmers who have waited for the rain. <관계대명사절>
그것은 비를 기다려 온 농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

Grammar Plus

■ 위치에 따라 형용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the members present참석한 회원 / the presentmembers 현 회원
the authority concerned관계 당국 / a concernedlook 근심스러운 표정

2

형용사를 수식하는 to부정사
to부정사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하기도 한다.
Babies are slow to react. 아기들은 반응이 느리다.
This question is easy to answer.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다.
He was hesitant to agreewith you. 그는 네게 동의하는 것을 망설였다.
+

Grammar Plus

■ 숙어처럼 사용되는 to부정사 구문

be able/unable to + 동사원형: ~할 수 있다/없다
be likely to + 동사원형: ~할 것 같다
be free to + 동사원형: 마음껏 ~하다

be willing/happy to + 동사원형: 기꺼이 ~하다
be ready to + 동사원형: ~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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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41쪽

Grammar Practice 2
A

밑줄 친 부분이 바르면 , 바르지 않으면 ×를 쓰시오.

A

1 Yejin doesn’t like food spicy.
2 I haven’t met anyone perfect.

3 I made to buy tickets money.
4 Boys born in 2006 can expect to live to 88.

B

C

)

(

)

(

)

(

)

괄호 안의 표현이 들어갈 곳을 고르시오.

1 I ① need ② a ③ tool ④. (to fix the door)
2 The ① box ② is ③ Teddy’s ④ gift. (on the table)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B
to 부정사구, 전치사구, 분사구
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부

3 The ① girl ② is ③ my ④ sister. (wearing the blue dress)
4 Mike wants ① to ② meet ③ somebody ④. (good at singing)

정대명사는 형용사(구)가 뒤에

그림을 보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연결하시오.

C

1

    2

1 Lucy was very

•

• a. easy to copy.

2 Brian is able

•

• b. to fly an airplane.

3 The old bill was •

D

(

    3

서 수식한다.

•bill 지폐

• c. quick to raise her hand.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니? (there, new, was, anything)

D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나열한

→

2 이 책은 읽기가 어렵다. (is, to read, this book, difficult)

다.

→
 수는 지난주에 분실된 책을 찾았다. (Minsu, lost last week, the book,
3 민
f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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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1
A

정답과 해설

42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나는 추운 어딘가로 가고 싶다. (go, cold)
→ I want to

.

2 그 빵의 3분의 1이 남아 있다. (the bread, be)
→ A third of

left.

3 누구든지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선생님을 찾아낸다. (find, a teacher)
→ Anybody who wishes to learn always
4 탁자 위에 커다란 무언가가 있다. (be, big)
→ There

.

on the table.

5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help, beat depression)
→ Talking to yourself
.
6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함께라는 것이다. (what’s, be)
→
we’re here together.

B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그들은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lose, time, no, to)
→ They had

.

2 나는 그 가수를 간절히 만나고 싶다. (meet, eager, the singer, to)
→ I am
.
3 수지는 경주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the race, win, to, ready)
→ Suji was
.
4 이것이 지난주에 발매된 그 앨범이다. (the album, last week, released)
→ This is
.
5 나는 기꺼이 물을 아낄 것이다. (save, willing, water, to)
→ I am
.
6 이 그림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mpossible, understand, to, is)
→ This pi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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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2
A

정답과 해설

꾸미는 말(A)과 꾸밈을 받는 말(B)을 바르게 사용하여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시오.
A

hot to drink   born in wealth   caught last night   among teenagers

B

his popularity   a boy   the thief   something

보기
He’s very good at singing,
rapping and dancing.

1

2

3

Mom, I’m home. It’s very
cold outside.

Was he a poor boy?

I know his popularity among
teenagers is increasing.

B

42쪽

No. He was

Do you want

.

?

Who’s that man?

He is
.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그림 속 문장의 시제를 바르게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보기
It is very hot.

1

I thought it was very hot.
Hangeul was created by
King Sejong the Great.

2

Jaemin learned

by King Sejong the Great.

I am leaving at five.

I told Minsu

3

.
Two times two equals
four.

Eunho explained to his little s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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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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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쪽

The Kayan women of Myanmar decorate their bodies in a unique way.

At the age of 5, they start wearing brass rings around their necks. They

wear more rings as they grow older. It stretches their necks longer ─
sometimes two or three times the normal length. Eventually, they

become, so to speak, “giraffe women.” For these women, the shiny brass
rings are a sign of female elegance and status. Most Kayan women

follow this beauty ritual. But today, some of the younger women
(be) breaking the tradition and not wearing neck rings.

*Kayan 카얀 족

1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How to Stretch Your Neck

② Ways to Decorate Your Body

③ Kayan Women Maintain Their Tradition

④ A Unique Beauty Ritual of Kayan Women

⑤ Unique Body Decorations Around the World

2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be동사의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

→

Words & Phrases
decorate  장식하다

brass  놋쇠 (제품)

normal  정상적인, 보통의, 평범한

eventually  결국

so to speak 말하자면

female  여성의

elegance  우아함, 고상함

status  지위, 신분

ritual  관례, 의식, 의례

tradition  전통

maintain  유지하다,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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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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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쪽

Clouds are given different names based on their height in the sky.

Some clouds are near the ground. Others are almost as high as jet planes

fly. Clouds highest in the atmosphere are cirrus. Cirrus clouds typically
occur in fair weather, but sometimes seeing them means storms may be
coming. The clouds closest to the ground are cumulus and stratus.
Cumulus clouds, whose tops are rounded and puffy, develop on clear,

sunny days. Stratus clouds have a uniform gray color and can fill the
entire sky. They can look like fog that hasnʼt reached the ground. Light
mist or drizzle sometimes falls when stratus clouds are in the sky.

*cirrus 권운 **cumulus 적운 ***stratus 층운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구름은 하늘에서의 높이에 근거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다.
② 대기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은 권운(cirrus)이다.

③ 권운(cirrus)은 맑은 날씨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적운(cumulus)은 맑고 해가 비치는 날에 발달한다.

⑤ 층운(stratus)은 균일한 회색이다.

2

Which type of clouds has rounded and puffy tops?

→ The tops of

are rounded and puffy.

Words & Phrases
based on ~에 근거하여

height  높이

atmosphere  대기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occur  발생하다

fair  맑은

puffy  뭉게뭉게 피어 오른

develop  발달하다

uniform  균일한

mist  엷은 안개

drizzle  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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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1. ‘하나, 하나로 된’을 뜻하는 uni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유일무이한 지문: a
fingerprint

union  조합, 협회
노동조합: a labor

unicorn  유니콘
날개 달린 유니콘: a winged

unisex  남녀 공용의
남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 a
hair salon

unicycle  외바퀴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기: riding a

unit  구성단위, 단원
가족 단위: a family

uniform  제복, 교복  획일적인, 균일한
균일가: a
price

united  국가들이 연합한, 통합된
미합중국: The
States of America

unify  통합〔통일〕하다
나라를 통일하다:

universe  우주
우주의 기원: the origin of the

the country

2. 높이, 길이, 넓이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명사
high  높은
높은 울타리: a
deep  깊은
깊은 우물: a
long  긴
긴 터널: a

fence

well

tunnel

height  높이, 키
신장과 체중:
depth  깊이
바다의 깊이: the

of the sea

length  길이
길이를 재다: measure the

strong  튼튼한, 강한
튼튼한 근육:
muscles

strength  힘, 강점
바람의 세기: wind

wide  넓은
넓은 강: a

width  폭, 너비
어깨 너비: shoulder

river

an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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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ce
different다른
동명이인: 
name

difference차이
시차: a time

people with the same

elegant품격 있는, 우아한
우아한 말투: an
language

elegance우아, 고상
고상함과 아름다움:

and beauty

important중요한
중요한 요인: an

importance중요성
가족의 중요성: the

of the family

patient인내심 있는
괴로움을 잘 참는:
violent폭력적인
폭력적인 범죄: a

factor

patience인내, 인내심
무한한 인내심: endless

of sufferings

violence폭력
폭력을 예방하다: prevent

crime

Voca Checkup

A

영어는 우리말로, 우리말은 영어로 쓰시오.

1 width

6 유일무이한, 독특한

2 difference

7 우아, 고상

3 importance

8 깊이

4 patience

9 교복, 획일적인

5 height

B

10 남녀공용의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학생회 → the student
2 강점과 약점 →

and weakness

3 길이의 단위 → a unit of
4 외바퀴 자전거는 오직 하나의 바퀴만을 가진다. → A(n)
5 학교 폭력은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 School
정답

has only one wheel.
can change someone’s life forever.

A	1. 폭, 너비 2. 차이 3. 중요성 4. 인내(심) 5. 높이, 키 6. unique 7. elegance 8. depth 9. uniform

B

1. union

2. strength

3. length

10. unisex

4. unicycle 5. violence
Unit 11 일치와 수식 ● 143

EBS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3뉴런영어-개념편11-OK.indd 143

2019-11-21 오후 5: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