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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walk. 나는 너무 피곤해서 걸을 수 없었다.  

This comic book is  so  funny  (that)  I can read it again. 이 만화책은 매우 재미있어서 나는 그것을 다시 읽을 수 있다.

The box was  so  heavy  (that)  she couldn’t move it.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그것을 옮길 수 없었다.

We were  so  angry  (that)  we asked to see the manager. 우리는 매우 화가 나서 매니저를 보기를 요청했다.

결과를 나타내는 「so ... that ~」

「so+형용사/부사+that ~」은 ‘매우〔너무〕 …해서 ~하다’라는 의미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구어체에서 that은 흔히 생략된다.

1 

Take your umbrella  so that  you won’t get wet. 젖지 않도록 우산을 가져가라.

Can you turn up the volume  so that  we can hear the music?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높여 주겠니?

Please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so that  I can text you.   
내가 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너의 전화번호를 내게 알려 줘.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

「so that ~」 은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로 목적을 나타낸다. that은 구어체에서 생략되기도 한다. so that이 이

끄는 목적절에서 동사 앞에 can / could / may / might / will / would를 붙여 쓸 수 있다.

2

Grammar Plus

+

■	to부정사를	사용하여	「so	...	that	~」	과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

	 		This	comic	book	is		so		funny		that		I	can	read	it	again.	

	 = 	This	comic	book	is	funny		enough		for	me		to	read		again.	이	책은	내가	다시	읽을	만큼	충분히	재미있다.

	 The	box	was		so		heavy		that		she	couldn’t	move	it.

	 = 	The	box	was		too		heavy	for	her		to	move	.	그	상자는	그녀가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Grammar Plus

+

■	to부정사를	사용하여	「so	that	~」	과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다.

	 Leave	early		so	that		you	can	get	a	good	seat.	좋은	자리를	얻도록	일찍	출발해라.	

	 = 	Leave	early		in	order	to	get		a	good	seat.

	 = 	Leave	early		so	as	to	get		a	good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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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06  접속사 (2) ● 71

정답과 해설  22쪽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1 �우리는�비행기�시간에�늦지�않도록�일찍�일어났다.�� �

(be, on time, so as to, for, the plane)  
→�We got up early � .

2 �그는�너무�느려서�수업에�결코�제시간에�오지�않는다.�� �

(gets to, so slow, he, that, never) 
� →�He is � �class on time.

•  on time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각에

•  so as to ~ ~하기 위하여

BB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The restaurant is so popular (what /� that) it’s hard to get a table on 
weekends. 

2 The case was easy (enough /�very) for me to solve.
3 The problems were (so /�too) complicated to answer.

•  on weekends 주말에, 주말

마다

•  complicated 복잡한

AA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다음을 연결하시오.

1 ��The cameraman asked 
people to pose

• • ⓐ to drink now.

2 The stadium is large • •
ⓑ so that he could take a 

group photo.

3 This tea is too hot • •
ⓒ enough to hold about 

25,000�people.

... enough to ~ ~하기에 충분

히 …한

too ... to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pose 자세〔포즈〕를 취하다

•hold 수용하다

CC

그림을 보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 2 � •so that ~ ~하기 위하여

•quickly 빨리 

•museum 박물관

DD

1 ��Greg studies hard. He hopes to get an A+�on his English test.   
(so that, can)

� →���Greg studies hard � .

2 ��Our family ate breakfast very quickly. We wanted to go to the museum 
early. (so that, could)

� →���Our family ate breakfast very quickl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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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2

 Push this button, and  the door will open. 이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 If you push this button, the door will open. 

 Leave now, or  you will be late for your dentist appointment. 지금 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치과 예약에 늦을 것이다.

= If you don’t leave now, you will be late for your dentist appointment. 

= Unless you leave now, you will be late for your dentist appointment. 

 Save it, or  you might lose your data. 그것을 저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다.

= If you don’t save it, you might lose your data. 

「명령문, and」와 「명령문, or」

명령문, and ~. (= If you ..., you ~.)  …해라, 그러면 ~. (만일 …하면, 너는 ~.)

명령문, or ~. (= If you ... not, you ~.) …해라, 그렇지 않으면 ~. (만일 …하지 않으면, 너는 ~.)

1 

Grammar Plus

+

■			unless는	if	~	not의	의미이므로		「명령문,	or	~.」는	Unless	you	...,		you	~.로도	표현할	수	있다.	조건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더라도	현재시제로	표현하는	

것에	유의한다.		

The picnic mat is thin and light.  Therefore , it is very convenient to carry around.   
그 소풍 돗자리는 얇고 가볍다. 그러므로 휴대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They used to have fights with each other.  However , they are now good friends.   
그들은 서로 싸우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좋은 친구이다. 

I like spending my holidays in the mountains.  On the other hand , my sister prefers the seaside.   
나는 휴가를 산에서 보내는 것이 좋다. 반면에, 내 언니〔여동생〕는 해변을 더 좋아한다.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두 문장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연결의 의미를 나타낸다.

대조: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반면에), instead(대신에), however(그러나)

결과: therefore(그러므로), as a result(결과적으로), so(그래서)

부가: in addition(덧붙여, 게다가), besides, moreover(게다가, 더욱이) 

예시: for example, for instance(예를 들어)

양보: nevertheless, nonetheless, in spite of that(그럼에도 불구하고)

2

Grammar Plus

+

■			접속부사는	접속사와는	달리	두	개의	절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

	 		They	used	to	have	fights	with	each	other,		but		they	are	now	good	friends.

	 			Though		they	used	to	have	fights	with	each	other,	they	are	now	good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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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Practice 2
정답과 해설  22쪽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Do stretching exercises every day, and you will be more flexible.
� =���� �do stretching exercises every day, you will be more 

flexible. 
2 Study in a quiet place, or you’ll get distracted. 
� =�� �study in a quiet place, you’ll get distracted. 

명령문, and ~. = If you ..., 

you ~. 

명령문, or ~. = If you ... not, 

you ~. 

•flexible 유연한

•distracted 산만해진

DD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 Get enough sleep, (and /�or) you will soon get tired. 
2 ��Reduce the amount of sugar in your food, (and /�or) you’ll be healthier.
3 ���(If /�Unless) you wear a raincoat, you will get completely wet.

3.   unless는 ‘~하지 않으면’이

라는 뜻으로 if ~ not의 의미

이다. 

•amount 양

•completely 완전히

AA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aspect 측면, 양상

•feed 먹이를 주다

•surgery 수술

•improve 개선되다, 나아지다

BB

1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in every aspect of our lives. � ,�

it’s used for watering gardens, feeding pets, or doing surgeries. 
2 ��Surfing was started in Hawaii long ago. These days, � ,�

people enjoy it all over the world. 
3 ��My brother studies hard at night. � ,�his grades are 

improving.

however    for example    as a result 
보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다음을 연결하시오.

1 ��Close the window 
when you sleep,

• • ⓐ and you will be on time.

2 Hurry up, • •
ⓑ and the machine will 

turn on. 
3 Press this button, • •ⓒ or you may catch a cold.

명령문, and ~. …해라, 그러면 ~ 

명령문, or ~. …해라, 그렇지 않

으면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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