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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He just produced [which / what] was in him, and 
brought us a rich treasure of music. 

2.  2)

  Money has now become so important that we often 
lose sight of [which / what] lies behind it.

3.  3)

  A second reason is [what / that] if a person is not 
properly dressed, the host may guide him in a place 
where he will not be in the sight of many people. 

4.  4)

  There is almost no limit to the number of ways [in 
which / which] your dream can be reached.

5.  5)

  I have an acquaintance [who / which] calls me by 
the wrong first name.

6.  6)

  It would never occur to an American, for instance, 
[that / which] his right hand might be more 
acceptable than his left.

7.  7)

 [What / That] she needs is someone to be with her 
as she goes down, to listen to her while she shares 
her feelings and to understand what she is going 
through.

8.  8)

  On the day of our final exam at Alan Hancock 
Community College in Santa Maria, California, we 
heard [that / what] the bookstore had changed its 
policy and would buy back our business-management 
textbooks. 

9.  9)

  Unfortunately, they are disappearing. As part of a 
class project, the students [who / whose] teacher is 
Mike Myers bought three acres of rain forest in Costa 
Rica.

10.  10)

  They would work very quickly for twenty or thirty 
minutes before taking a break─to show [what / that] 
it was to be the best in the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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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They understood [that / what] they needed in order 
to help me.

12.  12)

  Don't be fooled by the heated rooms [where / 
which] make you sweat and feel like you're burning 
lots of calories.

13.  13)

  By controlling emphasis, you can focus your readers' 
attention on [which / what] is most important.

14.  14)

  As a consumer of goods and services, you will 
sometimes need to communicate with a manufacturer 
concerning the quality of [which / what] you have 
purchased.

15.  15)

  In 1480 the Italian painter Domenico Ghirlandajo 
painted a portrait of St. Jerome [which / in which] 
he included eye glasses hanging from the saint's desk.

16.  16)

  The viruses and germs that spread colds and flu 
can only exist in lands [where / which] the weather 
is warm.

17.  17)

  For a long time, people did not know [that / what] 
the heart pumps blood in a circuit through the body.

18.  18)

  When nutritional biochemist Judith Wurtman is 
stressed out, she does [that / what] a lot of people 
usually do: she reaches for food.

19.  19)

  On Dec. 4, 1619, a group of 38 English settlers 
arrived near [which / what］is now Charles City, 
Virginia.

20.  20)

  One of the things [which / what] they talked about 
was how to enforce laws against dumping waste into 
water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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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what
[해석]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썼으며 우리에게 많

은 보석과도 같은 음악을 선사해 주었다.
[해설]
produced 바로 뒤에 나오므로 선행사가 없고, 뒷부분에 주

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

절하다.

2) 
[정답] what
[해석]
돈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

종 돈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잊게 된다.
[해설]
we often lose sight of what lies behind it.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이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

다. 

3) 
[정답] that
[해설]
두 번째 이유는 손님의 복장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많은 손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안내

하기 위해서이다.
[해설]
동사 is의 보어 자리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접

속사 that이 적절하다.

4) 
[정답] in which
[해석]
당신의 꿈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는 거의 한계가 

없다.
[해설]
전치사+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 뒤

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주어진 문장은 3형식 동사 

reach의 수동태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므로 전치사+관계

대명사인 in which가 적절하다.

5) 
[정답] who
[해석]
내 이름을 잘못 부르는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설]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 친지’라는 뜻이므로 사람을 가

리키는 단어이고,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6) 
[정답] that
[해석]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환영받는

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해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고, 이 

문장은 가주어 it과 진주어 that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7) 
[정답] what
[해석]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운이 없어질 때에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자신을 감정을 표현할 때 귀 기울여 줄 사람, 그

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다.
[해설]
선행사가 없고 she needs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8) 
[정답] that
[해석]
캘리포니아 주, Santa Maria에 있는 Alan Hancock 지역 초

급 대학에서 우리가 기말 시험을 보던 날, 우리는 서점이 

방침을 바꾸어 경영학 교과서를 도로 사겠다는 말을 들었

다. 
[해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9) 
[정답] whose
[해석]
불행하게도, 우림은 사라지고 있다. 수업 계획의 일환으로, 
Mike Myers의 학생들은 코스타리카의 우림 3 에이커를 구

입하였다.
[해설]
선행사가 students로 사람이고, 바로 뒤에 teacher is라는 

형태로 나오므로 가산명사 teacher을 수식할 수 있는 소유

격이 들어가야 하므로 소유격관계대명사 whose가 적절하

다.

10) 
[정답] what
[해석]
그들은 그 공장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전 20분 또는 30분 동안 매우 

신속히 일을 하곤 했다.
[해설]
to show what it(가주어) was(동사) to be the best in the 
factory(진주어). 구조로 was의 보어가 비고 선행사가 없으

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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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what
[해석]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해했

다.
[해설]
선행사가 없고 needed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므

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12) 
[정답] which
[해석]
너를 땀 흘리게 하여서 많은 열량이 소모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뜨거운 방에 속지 마라.
[해설]
관계부사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동사 make 앞에 

주어자리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13) 
[정답] what
[해석]
강조를 조절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전치사 on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 필요하며, 
is의 주어가 비어 있으므로 관계대명서 what이 적절하다.

14) 
[정답] what
[해석]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로서, 당신은 때때로 당신이 구입한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제조업자와 의사소통이 필요로 할 

것이다.
[해설]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며, have  
purchased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

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15) 
[정답] in which
1480년에 이탈리아 화가인 Domenico Ghirlandajo가 St. 
Jerome의 책상에 매달려 있는 안경을 넣은 초상화를 그렸

다. 
[해설]
선행사는 portrait이고, 뒤에 he included eye glasses 이하

가 완전한 문장이므로, in which가 적절하다.

16) 
[정답] where
[해석]
감기와 독감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날씨가 따뜻

한 곳에서만 살 수 있다.
[해설]
선행사는 lands이고 뒤에 the weather is warm의 2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므로, 관계부사 where이 적절하다.

17) 
[정답] that
[해석]
오랫동안 사람들은 심장이 피를 몸속에 순환시키는 것을 

몰랐다.
[해설]
know의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 필요하며, 뒤에 완전

한 문장이 나오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18) 
[정답] what
[해석]
영양생화학자 Judith Wurtman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많은 

사람들이 늘 으레 하는 일을 한다. 즉 음식에 손을 댄다.
[해설]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do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19) 
[정답] what
[해석]
1619년 12월 4일에 38명의 영국 정착 인들이 현재 Virginia
주 Charles City인 지역 주위에 도착을 했다.
[해설]
선행사가 없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

지므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20) 
[정답] which
[해석]
그들이 토의했던 사항들 중의 하나는 물에 쓰레기를 버리

는 것을 반대하는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것이었다.
[해설]
선행사 the thing이 있고, 뒤에 about의 목적어가 없는 불

완전한 문장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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