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태 핵심 POINT Check
POINT

1

수동태는 <주어(행위의 대상)+be동사+p.p~+by 행위의 주체>로 표현된다.

1. ‘by 행위의 주체’는 불필요한 경우 생략하며, by 대신에 at, with, in 등이 쓰이기도 한다.
The importance of forests [recognized / is well recognized] by governments worldwide.
2. 주어가 문맥상 능동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수동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확인한다.
The doctors [surprised / were surprised] at how strong that little girl was.
3. 수동태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빈칸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한다.
Most of Hudson Bay [covered / was covered] with grey to grey white ice.

POINT

2

4,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다.

1. 주어 be called A : ‘A라고 불리는’ 5형식 동사 call의 과거분사 형태가 자주 출제된다.
The name of the product [is called / calling] Hover.

2. 4형식 수여동사 give는 수동태가 되어도 직접목적어가 뒤따른다.
He was [giving / given] the offer to enter the company.

POINT

3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쓰인 5형식 문형의 수동태는 목적보어이던 원형부정사를 to 부정사로
전환해야 한다.

He was made [get / to get] married to Jing by his parents.
He was seen [enter / to enter] the room and walk over to his desk b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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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대명사 핵심 POINT Check
POINT

1

관계대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다.

1. 관계대명사 이하 불완전한 문장에 주어가 없을 때 주격, 목적어가 없을 때 목적격이라고 한다.
주격 관계대명사일 경우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에 유의한다.
He is the carpenter who [build / builds] this temple.
2. who에는 소유격 whose가 있는데 whose뒤에는 완전한 문장(겉보기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A baby is an angel [who / whose] wings decrease as his legs increase.

POINT

2

2.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와 일치한다.

1. 관계대명사의 주격은 수 일치에 주의한다. 선행사가 단수명사일 때 동사의 단수형을, 복수명사일 때 복수형을 사용한다.
The ballon moves with air which [moves / move] with Earth.

POINT

3

내신,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에 골고루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는 빈칸이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1. 빈칸 뒤가 완벽한 문장이면 접속사를,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를 선택한다.
Think about [that / what] is just happened here.
I can't believe [that / what] I've just seen.
With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and satellite TV, this American concept of [that / what] is beautiful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

POINT

4

4.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명사가 올 수 없다.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앞에는 명
사가 위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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