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사람 who/that
who/whom

/that
whose

사물 which/that which/that
of which

/whose

관계대명사
□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앞의 선행명사에 시

킨다.

□ 문장을 명사화 시키는 that

완전한 문장 앞에 that 이 오면서 명사화 

시킨다. 

ex)That Ivy is beautiful is true

이때 that 은 문장을 명사화 시키는 that 

이다 +완전한 문장

□ 관계대명사의 that

반면, 관계대명사 that 은 선행명사가 필요

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명사+who, which=(that)+불완전한 문장

동사+that +완전한 문장

동사+what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의 관계대명사

Business notes reported that~

이때 that은 명사절이다. 이유는 동사+ 명

사(목적어)대신 있기 때문이다. 

□ 관계부사

when

how

why   + 완전한 문장

where

□ 문장, 수량형용사 of     V+O

일때 블랭크는 100% which, whom 이다.

ex)I have many students, most of     

are smart.      는 which 또는 whom 인

데 이유는 두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즉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then은 들어갈 수 없지만 

접속사+then은 가능하다(and then)

□ V         S +V

that + 완전한 문장

□ 문장내 에 시간의 단서가 있다면 when

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ex) three years ago      markus 

jewelry fot its start three years ago.이

때 three years ago 라는 시간의 단서가 

나왔으므로 when 은      에 들어가지 않

는다. 

□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접속사, 대명사) +불완전문장

(주어 or 목적어가 빠진 상태)

1. 주격 : 선행사 를 꾸며주는 절에서 주어

가 되는 관계대명사

ex)I like the man who is wearing a red 

shirt

2. 목적격 :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에서 목적

어가 되는 관계대명사

ex)He found the bag that(which) his 

manager lost

3. 소유격 : 선행사를 꾸며주는 절의 주어나 

목적어가 그 선행사의 소유가 되는 관계대명

사(환전한 문자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 

것)

ex)Mr.reynolds hired the designer whose 

work won a prize in a contest.

4. 선행사가 없는데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답

으로 찾아야 한다. 

ex)I like the things that you like

  ->I like what you like



□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ex)I have any students, most of       are 

smart.

A. them  B. whom C. which D. they

답은 B이다. 이유는 문장 두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접속사)가 

필요하고 전+목적격 이기 때문에 B이다.

* 전치사+대명사는 불가능하다. 

□ whom, which 자리

문장, most

     one

     some    + of         

     any

     many

일때 whom, which 가 100% 정답.

□ while, when 등이 이끄는 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아야 한다. 

□ whether는 뒤에 오늘 문장을 명사화 시

킨다. 따라서 whether 앞에는 동사와 나와

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