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의   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영어는 필수과목입니다. 실질적인 영어실력의 향상과 관련해서 영어를 잘하는 길은 4대 

영역 즉,‘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모두 잘 해야 합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회화가 

목표라고 해서 영어회화, 즉 말하기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학

습해야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원어민을 만났을 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본서‘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는 기본적인 문법에 기준하여 실수하기 쉬운 많은 문장들을 생각하고 영작해 봄으

로써 자신 있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적합한 학습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는 영작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쉽게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쓰기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3초 이내)에 문장을 말해야 원어민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시간적으로 쓰기 보다는 빨리 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말하기 능

력은 수많은 영작 연습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영작을 할 수 없다면 말하기

는 당연히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작이고, 영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문법과 

어휘가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이다!’는 영어회화를 위한 진정한 기본 학습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서에서는 영어회화를 위한 기본 문법정의, 기초어휘,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유용한 

어휘와 숙어, 관용표현들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적인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영어회화의 올바른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습문제를 통해 잘못된 문법적 오류나‘broken English’를 올바르게 고쳐줌으로써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문장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에 자신 없는 초, 중.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본서‘영어회화의 열쇠, 영작이 그 해답

이다!’를 1권부터 5권까지 애독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5권 수동태/관계대명사 편에서는 애독자들에게 

한층 더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동마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김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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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한 which, that, who, whom, whose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명사)인 선행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which, that, 

who, whom, whose, what’ 을 말합니다. 

which/that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 대신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who/that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whom/that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whose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what 선행사가 ‘없고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사항은 선행사가 무엇인가를 확실

히 아는 것입니다.

  This is the toy. The boy wants to buy the toy. (사물)

  이것이 그 장난감이다.   그 소년은 그 장난감 사기를 원하다.

  This is the toy  which/that  the boy wants to buy.

      선행사 관계대명사 

  이것이 그 소년이 사기를 원하는 그 장난감이다. 

선행사가 사물 or 동물

1.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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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at is a bus. That bus goes to Seoul. (사물)

  저것이 버스이다. 저 버스는 서울로 간다.

  That is a bus      which/that      goes to Seoul.

       선행사     관계대명사 

  저것이 서울로 가는 버스이다.

선행사가 사물 or 동물

  He is a teacher. The teacher teaches English. (사람)

  그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He is a teacher         who/that       teaches English. 

      선행사      관계대명사 - 주격

  그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주격

  She is the girl. I like the girl most. (사람)

  그녀가 그 소녀이다. 나는 그소녀를 가장 좋아한다.

  She is the girl         whom/that       I like most.

      선행사    관계대명사 - 목적격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녀이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I know a boy. His father is a police officer. (사람)

  나는 한 소년을 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시다.

  I know a boy           whose        father is a police officer.

      선행사   관계대명사 - 소유격

  나는 한 소년을 아는데 그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시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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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관계대명사 which/that은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 일 경우에, 대신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2. 관계대명사 which/that은  
   언제 사용할까요?

 I have a book.

 나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He wants to read the book.

 그는 그 책 읽기를 원한다.

 

 위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면,

 I have a book  which/that  he wants to read.  

     선행사 관계대명사

  직역: 나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책을 읽기를 원한다.

  의역: 나는 그가 읽기를 원하는 한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위 문장에서 ‘which/that’은 ‘a book’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which/that’ 앞에 있는 ‘a book’이 선행사입니다.

 He has a puppy.

 그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Everybody likes his puppy.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강아지를 좋아한다.

 He has a puppy which/that  everybody likes.

     선행사 관계대명사

 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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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위 예문들처럼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구성할 때에 반

드시 ‘선행사 + 관계대명사’ 순으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The food was fantastic which/that we ate at the restaurant. ( X )

         선행사                        관계대명사

 That is a house.

 저것이 집이다.

 My friend wants to buy the house.

 나의 친구는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

 That is a house  which/that  my friend wants to buy.

     선행사   관계대명사

 저것은 나의 친구가 사기를 원하는 집이다.

 That is a train.

 저것이 기차이다.

 That train goes to Seoul.

 저 기차는 서울로 간다.

 That is a train  which/that  goes to Seoul.

      선행사  관계대명사

 저것은 서울로 가는 기차이다.

 The food was fantastic.

 그 음식은 환상적이었다.

 We ate the food at the restaurant.

 우리들은 그 음식을 그 식당에서 먹었다.

 The food  which/that  we ate at the restaurant was fantastic.

   선행사  관계대명사

 우리들이 그 식당에서 먹은 그 음식은 환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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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두 문장을 읽고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밑줄 친 곳에 맞는 선행사

를 쓰세요.  

보기: He broke the vase.  His mother likes the vase. 

 He broke  the vase  which/that his mother likes.

1. My friend wants the toy.  I have the toy.

  My friend wants       which/that I have.

2. Everyone ate the apples.  He bought the apples.

  Everyone ate       which/that he bought.

3. They hid the books.  I needed the books.

  They hid        which/that I needed.

4. We dislike the movie.  He wants us to see the movie.

  We dislike      which/that he wants us to see.

5. Nobody rode the bicycle.  She owned the bicycle.

  Nobody rode        which/that she owned.

6. Someone drank the juice.  He wanted to drink the juice.

  Someone drank      which/that he wanted to drink.

7. You don’t like the car.  My father drives the car.

  You don’t like       which/that my father drives.

8. My uncle has a job.  My mother doesn’t like his job.

  My uncle has     which/that my mother doesn’t like.

 연습문제 1 

130508 5�.indd   15 2013-05-08   �� 2:37:54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16

 다음 두 문장을 읽고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밑줄 친 곳에 맞는 선행사

를 쓰세요. 

보기: Who likes the house?  She wants to buy the house.

 Who likes  the house  which/that she wants to buy?

1. Where is the computer?  He bought the computer yesterday.

  Where is       which/that he bought yesterday?

2. Who wants to eat the food?  I cooked the food.

  Who wants to eat       which/that I cooked?

3. Where is the bus?  I have to take the bus.

  Where is        which/that I have to take?

4. Where is the money?  He stole the money.

  Where is        which/that he stole?

5. Who is going to buy the flowers?  She is selling the flowers.

  Who is going to buy      which/that she is selling?

6. Who took the train?  The train went to Paris.

  Who took       which/that went to Paris?

7. Where is the store?  The store carries notebooks.

  Where is       which/that carries notebooks?

8. Where are the apples?  We are looking for the apples.

  Where are      which/that we are looking for?

 연습문제 2 

130508 5�.indd   16 2013-05-08   �� 2:37:54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17

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영어문장들을 보기와 같이 우리말로 옮기세요.

보기: She likes the picture.         

 그녀는 그 그림을 좋아한다.    

 He painted the picture.

 그가 그 그림을 그렸다.

 She likes the picture which he painted.

 그녀는 그가 그린 그 그림을 좋아한다.

1. Nobody wants the job.

            .

  My uncle has the job.

            .

  Nobody wants the job that my uncle has.

            .

2. We have to find the airplane.

            .

  The airplane leaves for New York.

            .

  We have to find the airplane which leaves for New York.

            .

3. Somebody took the camera. 

            .

  She put the camera on the bench.

            .

  Somebody took the camera which she put on the bench.

            .

 연습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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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am going to read the book.

             .

  My teacher wants me to read the book by tomorrow.

             .

   I am going to read the book that my teacher wants me to read by 

tomorrow.

            

             .

5. He can’t hide the truth.

             .

  Everybody wants to know the truth.

             .

  He can’t hide the truth which everybody wants to know.

             .

6. This is a room.

             .

  You are going to use this room.

             .

  This is a room which you are going to use.

             .

7. Where is the computer?

             ?

  My cousin fixed the computer this morning.

             .

  Where is the computer that my cousin fixed this morning?

             ?

130508 5�.indd   18 2013-05-08   �� 2:37:54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19

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표시하세요.

보기: 그녀는 내가 어제 산 그 연필을 좋아한다.

 She likes the pencil    which    I bought yesterday.

      선행사  관계대명사

1. 이것은 나의 어머니께서 요리하신 그 음식이다.

  This is the food which my mother cooked.

2. 나는 나의 친구가 읽고 있는 그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the book that my friend is reading.

3.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중국에서 산 그 자동차를 운전하신다.

  Her father drives the car which he bought in China.

4. 이것이 네가 가져온 그 우산이니?

  Is this the umbrella that you brought?

5. 저것이 너의 어머니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집이니?

  Is that a house which your mother wants to have?

6. 그는 내가 그에게 지난 해에 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the bike which I gave him last year.

7.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지난 밤에 부른 그 노래를 좋아했다.

  Everybody liked the song that she sang last night.

8. 이것이 그가 매일 아침에 마시는 그 물이니?

  Is this the water which he drinks every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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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어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세요.)

보기: This is the pencil.   I lost the pencil.

 This is the pencil  which  I lost.

1. That is the bicycle.  She rides the bicycle.

  That is the bicycle      she rides.

2. I have the book.  He wants to read the book.

  I have the book       he wants to read.

3. She likes the food.  My mother cooked the food.

  She likes the food      my mother cooked.

4. They drank the milk.  She bought the milk.

  They drank the milk       she bought.

5. He has a computer.  I like his computer.

  He has a computer       I like.

6. Everybody wants to see the movie.  I saw the movie.

  Everybody wants to see the movie      I saw.

7. I heard the song.  My friend sang the song.

  I heard the song      my friend sang.

8. I can’t fix the computer.  He has the computer.

  I can’t fix the computer      h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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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영어문장을 읽고 보기와 같이 빈칸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세요.)

보기: 저것은 그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입니다.

 That is the computer that he uses.

1. 나는 그녀가 읽고 있는 그 책을 살 것이다.

  I am going to buy the book      she is reading.

2. 이것이 네가 가지고 온 그 농구공이니?

  Is this the basketball      you brought?

3. 그녀는 어제 그녀가 먹은 그 빵을 찾고 있다.

  She is looking for the bread      she ate yesterday.

4. 저것이 너의 남동생이 타는 그 자전거이니?

  Is that the bicycle      your younger brother rides?

5. 이것이 너의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버스이니?

  Is this a bus      your father drives?

6.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를 원한다.

  Everybody wants the dress      she is wearing.

7. 너는 네가 읽은 그 신문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니?

  Can you bring me the newspaper      you read?

8. 그녀가 가져갈 우산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an umbrella      she is going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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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세요.)

보기: He likes the dog.   He brought the dog from Seoul.

 He likes the dog which he brought from Seoul.

1. I like the house.  The house is in Seoul.

            .

2. She wants to use the computer.  I have the computer.

            .

3. Where is the pencil?  I bought the pencil.

            ?

4. They are fixing the toy.  He broke the toy.

            .

5. Nobody liked the flower.  He brought the flower.

            .

6. Do you read the book?  She gave you the book.

            ?

7. Where is the kitty?  I am going to take care of the kitty.

            ?

8. Where is the book?  I want to borrow the book from you.

            ?

 연습문제 7 

130508 5�.indd   22 2013-05-08   �� 2:37:55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23

영어회화의 열쇠 V,
                                                    영작이 그 해답이다! 

 다음 우리말을 읽고 보기와 같이 영어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표시하세요.

보기: 우리들이 먹은 그 피자는 맛이 없었다. 

 The pizza    which   we ate was not delicious.

  선행사   관계대명사

1. 나의 친구가 읽고 있는 그 책은 흥미롭게 보인다.

  The book which my friend is reading looks interesting.

2. 그들이 마시기를 원하는 그 우유는 여기에 없다.

  The milk which they want to drink is not here.

3. 그녀가 물어보고 있었던 그 질문은 혼란스럽게 들렸다. 

  The question which she was asking sounded confusing.

 

4. 내가 라디오에서 들은 그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The news which I heard on the radio was shocking.

5. 모든 사람들이 즐겼던 그 영화는 웃겼다.

  The movie which everybody enjoyed was funny.

6. 우리들이 찾은 그 돈은 그의 것이었다.

  The money which we found was his.

7. 그녀가 어제 산 그 고양이는 도망갔다.

  The cat which she bought yesterday ran away. 

8.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인형들은 예쁘게 보인다.

  These dolls which she has look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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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고 우리말로 

옮기세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하세요.)  

보기: The book is boring.  We have to read the book. 

 The book that we have to read is boring.

 우리들이 꼭 읽어야 하는 그 책은 지루하다.

1. The toy is dangerous.  The boy is playing with the toy.

  The toy      the boy is playing with is dangerous.

            .

2. The lunch is mine.  He is eating my lunch.

  The lunch     he is eating is mine.

            .

3. The violin doesn’t look cheap.  She wants to buy the violin.

  The violin     she wants to buy doesn’t look cheap.

            .

4. The bird is beautiful.  He has the bird.

  The bird      he has is beautiful.

            .

5. My bicycle is broken.  My friend wants to borrow my bicycle.

  My bicycle     my friend wants to borrow is broken.

            .

6. The lesson(교훈) was precious.  We learned the lesson today.

  The lesson     we learned today was preci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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