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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   글의 핵심 이해

요지•주장01

1 ⑤    2 ③    3 ②    4 ⑤

독해 속 수능 구문  ①

pp.12~15

1 ⑤

해석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의지력에만 의존해야 한다

고 믿는다. 하지만 회피는 유혹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통제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회피는 나약함이나 자기 통제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사실, 효과적인 자기 통제는 문

제가 시작되는 것을 막는 능력을 포함한다. 회피를 피하는 것은 무

모하며 위험하다. 우리는 변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술을 곁에 둘 필요가 있어.”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즉석 식품을 곁에 둘 필요가 있어.”` 또는 “나는 담배 한 보

루(10갑)를 전부 버리기는 싫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

다. 그러한 말들은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다. 술을 끊으려 한다면 

집에 술을 두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 흡연가들 역시 집에서 담

배나 재떨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과식하는 사람들 역시 

살을 찌게 만드는 음식을 치우는 것이 현명하다.

해설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단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회피’ 기

술을 사용할 것을 권하는 글이므로 ⑤가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

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If you are quitting drinking, it makes sense to avoid 
keeping liquor in the house. : quit과 avoid는 둘 다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며, make sense는 ‘말이 되다, 이치에 맞

다’라는 의미이다.

10행 Smokers are equally smart to remove cigarettes or 
ashtrays from their homes, and overeaters (are equally smart) 
to get rid of fattening foods. : overeaters와 to get rid of 
fattening foods 사이에는 어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are equally 
smart가 생략되었다. 

2  ③ 

해석   

어떤 의견 차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사람들

의 감정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라.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갖고 시작하라. 사람들이 처음에 느

낀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귀 기울여 

그들이 방어적이지 않은 채〔경계심을 풀고〕 감정적으로 마음의 짐

을 덜 수 있도록 하라. 설령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이해한다고 고개

를 끄덕여 주어라. 감정이 항상 진실하거나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인내심은 지혜에서 오며, 지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는 것에서 

온다. 듣는다는 것은 “저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당신은 저에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글이므로 ③이 필

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Don’t try to talk people out of how they feel at first. : <talk A 
out of B>는 「A가 B하지 않도록 설득하다」의 의미로, B에 간접의

문문이 와서 <의문사＋주어＋동사>의 어순을 취하고 있다.

4행 Just listen and let them unload emotionally without being 
defensive. : let은 사역동사로 <let＋`목적어`＋`원형부정사>의 형태

를 취해 「~가 …하도록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3 ②

해석   

우리의 은하계는 약 160억 년 동안 존재해 왔고, 만약 다른 문명이 

생겨났다면,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은 수백만 년 전에, 어쩌면 심지

어 수십억 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가 고작 몇 세기 만에 성

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백만 년 된 문명이 지금까지 무엇을 성취

했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분명하게 가까운 별들을 

방문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달과 그 너머를 여행

했으며, 지금 행성들로 향했던 우주선들을 갖고 있다. 그런 문명이 

충분히 진보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퍼져 나가서 근처의 별들을 

식민지화했을 것이며, 다음에는 이 새로운 식민지들이 그 이상의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우주선을 보낼 것이다. 사실, 

백만 년 된 문명이 현재에는 우리 은하계의 상당한 부분을 식민지

화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쉽다. 따라서 저 외부에 백

만 개의 문명들이 있어야 하며, 만약 있다면, 그들 중 몇몇은 지구

를 방문했어야 했다.  

해설   

약 160억 년 동안 존재해 온 우리 은하계에 진보된 문명이 존재했

다면, 아마도 우리 지구를 방문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므로 

②가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It is difficult to imagine [what a civilization a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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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ld would have accomplished], considering [what we 
have accomplished in only a few centuries]. : 주어 자리에 나온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이며,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각각 앞의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considering 이하는 분사구문이다. 

7행 If such a civilization were sufficiently advanced, it would 
no doubt spread out and colonize the stars close to it, and these 
new colonies would, ~. : 가정법 과거 시제인 were가 사용되어, 

진보한 문명이 없을 거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11행 There should therefore be millions of civilizations out 
there, and if there were, some of them should have visited 
Earth. : <should+have+p.p.>는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는 의미이다.  

4 ⑤ 

해석   

우리는 세계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

다. 세계화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

로자들을 세계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켜야 한다. 근로

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익힐 수 있고 끊

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도록 해야 한다. 과학 기술의 

변화, 외국과의 경쟁, 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떤 직업이든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더 이상 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는 사

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급등하는 고등 교육의 비용

은 성인들의 직업 전환을 막아 왔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학교들을 

개선하고 나이 든 근로자들에게 자기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

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해설   

근로자들이 세계화 시대의 변화와 경쟁 등에 대처하려면 자기 계발

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글의 요지

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What’s needed is an expanded effort [to improve our 
schools]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to 
reinvent themselves]. : What’s needed는 문장의 주어부로 선행

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끌고 있으며 ‘필요한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an expanded effort를 수식하는 두 개의 to부정사구

가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고 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① 

해석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얻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은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서는 먼저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이 벅찬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당신이 지금 노력을 최소화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주지만 

미래에 당신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노력을 

최대화하여 결국 이상적인 미래를 창조해 낼 수도 있다. 당신은 인

내심과 희생정신이 취업, 승진,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설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통과 희생을 감

수해야 함을 역설한 글이다. 따라서 ① ‘고생 없이는 얻는 것도 없

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뛰기 전에 주변을 살펴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신중히 생

각하라.) 

③ 말은 행동보다 쉬운 법이다. 

④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다. 

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사

람은 피해를 입는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Otherwise, you would already have them. :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의 의미로 앞 문장의 내용에 반대되는 의미의 조건

절을 대신하는 부사이다. 이 글의 Otherwise는 문맥상 If they 
were easy to get이라는 가정법 과거 문장을 대신한다.

2행 We are faced with the daunting fact [that in an effort to 
achieve our goals, to ultimately make our lives better, / we 
must first endure and sacrifice]. : that절은 앞에 온 the 
daunting fact와 동격을 이루므로 ‘~한다는 벅찬 사실’이라고 해석 

한다. that절의 주어 we 앞의 in an effort ~ our lives better는 문

장 성분(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이 아닌 부사구이다. 

어휘  

●   daunting [dnti] a. frightening in a way that makes you 
feel less confident  벅찬, 감당하기 어려운

●   ultimately [t] ad. finally, after everything else has 
been done or considered  궁극적으로, 마침내

●   endure [] v. to be in a difficult or painful situation for 
a long time without complaining  참다, 견디다 

●   sacrifice [] v. to suffer loss, pain, or injury to 
achieve a goal  희생하다  n. 희생 

●   minimize [] v. to reduce something to the smallest 
possible amount, extent, size, or degree  최소로 하다, 극소화하다 

●   temporary [] a. continuing for only a limited 
period of time  일시적인, 잠시의 

●   ill-suited [] a. not useful for a particular purpose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   maximize [] v. to increase something such as 
profit or income as much as possible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 

●   ideal [ ] a. the best or most suitable that something 
could possibly be  이상적인

●   patience [] n. the ability to continue waiting or doing 

01 요지•주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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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for a long time without becoming angry or 
anxious  인내심

●   pursue [] v. to continue doing an activity or trying to 
achieve something over a long period of time  추구하다  

●   promotion [] n. a move to a more important job or 
position in a company or organization  승진  v. promote    

제목 추론02

1 ⑤    2 ③    3 ③    4 ①

독해 속 수능 구문  ⑤

pp.18~21

1 ⑤

해석   

비록 네로 황제가 서기 60년에 검투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에메

랄드 빛깔의 렌즈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최초의 안경이 1284년이나 1285년에 발명되었다고 믿는다. 1300
년대에 안경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

는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1456년에 인쇄 기계를 발

명했을 때 안경의 역사가 영원히 변하게 되었다. 책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독서용 안경의 쓰임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처음에 안경은 코 위에서 균형을 잡거나 한 손으로 

테두리를 잡아야 했다. 마침내 파리의 한 안경사가 관자놀이까지 

뻗은 짧은 팔(다리)을 더하였고, 그 후에 영국의 한 안경사는 그 팔

(다리)을 귀까지 연장했다. 

해설   

안경이 언제 발명되었고 누구에 의해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

지에 대한 내용의 글이므로 안경의 역사를 나타내는 ⑤ ‘언제 그리

고 어디서 안경이 시작되었는가?’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안경: 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② 나쁜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

③ 콘택트렌즈보다 더 나은 안경

④ 중요한 기술: 읽기와 쓰기 

1등급 구문노트

3행 In the 1300s eyeglasses were a luxury (which was) used 
by the rich as a symbol of their wealth and power. : used는 앞

에 나온 선행사 a luxury를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luxury와 used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인 which was가 생략된 구조

이다. 또한 <the+형용사>는  「~한 사람들」이라는 복수 보통명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뒤에 복수형 their가 쓰였다.

7행 At first, eyeglasses were either balanced on the nose or 
held by the rim with one hand. : <either A or B> 구문으로 「A하

거나 또는 B하다」로 해석하며, 이 문장에서는 A와 B에 각각 수동

태의 과거분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2 ③ 

해석   

1985년에 ‘Shall I die?’라는 제목의 시가 한 도서관에서 발견되었

다. 원고에는 WS라는 머리글자가 있었다. 이것이 잊고 있었던 셰

익스피어의 작품일 수 있는가?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 초기의 분석

은 셰익스피어의 이력이 쌓임에 따라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의 형태

에 근거했다. 각각의 새로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항상 그의 이

전 작품들 중 어디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일정 수의 단어들을 포

함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새로운 작품에서 새로운 단

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예견하는 것이 가능했다. 수학적인 예

측을 통해 ‘Shall I die?’라는 시는 약 일곱 개의 새로운 단어를 포

함하고 있어야 했다. 실제로 그것은 아홉 단어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근접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저작자임을 확인하

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해설   

이 글은 셰익스피어가 저자로 추정되는 1985년에 발견된 시의 진

위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관한 것으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결국 

셰익스피어가 저자임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으

로는 ③ ‘시에 대한 면밀한 조사: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썼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셰익스피어의 인생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② 수학: 범죄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

④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방법

⑤ 셰익스피어: 왜 그의 작품은 분석하기 어려운가?

1등급 구문노트

1행 On the manuscript were the initials WS. : 장소를 나타내

는 부사구 On the manuscript가 문두에 나와 뒤에 주어(the 
initials WS)와 동사(were)가 도치되었다.  

6행 It was therefore possible [to predict how many new 
words might be expected in a new work]. : It은 가주어이고 to 
predict 이하가 진주어이다. predict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how 
many ~ a new work)이 쓰였다.

3 ③ 

해석   

가장 적합한 개체들이 여러 이유들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그들을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적자생존의 모든 예가 자연선택의 예가 아니라

는 것을 의미한다. 순전히 우연인 사건은 ― 그것이 비록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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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 자연선택이 아닌데, 이는 올바

른 방식으로 차별적인 생존 경향에 기초를 둔 특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즉, 그들을 적자로 만든 특징들이 

그들의 차별적인 생존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윈 스스로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한 생각, 즉 “적자생존”이 단

지 그가 “자연선택”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더 나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 차이는 한 존재는 어떤 이유에서든 단순한 

적자생존이고, 다른 존재는 그들을 더 적합하게 만들어 준 자질을 

갖고 있음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해설   

적자생존의 이유가 단지 운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자연선택이라

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③ ‘적자생존: 자연선택과 똑같지 

않음’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가장 적합한 개체들이 생존에 성공하는 방법

② 자연선택은 가설이 아닌 이론이다 

④ 자연선택: 적자생존의 이유 

⑤ 환경이 적자생존에 미치는 영향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 fittest individuals may survive for many reasons, not 
all of which may be explained by those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m the fittest. :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나온 reasons를 

선행사로 받는다. not과 all이 같이 쓰일 경우 부분 부정을 만든다. 

10행 The difference is in [one being the mere survival of the 
fittest for whatever reason] and [the other being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at is explained by their having the properties 
(that make them fitter)]. : one being ~과 the other being ~은 

둘 다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로 쓰였는데, one
과 the other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이다.  

4  ① 

해석

오늘날 우리는 영양의 질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 농작물

을 개량해 오고 있는데, (농작물) 한 가지를 개량할 때면 언제나 다

른 것을 희생시키게 된다. 여러 연구에서 더 오래된 농작물 품종들

이 현대의 품종들보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은 더 낮지만, 영양의 수

준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지난 130년에 걸쳐 밀의 품종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량한 것이 

같은 기간 동안 에이커당 곡물 산출은 세 배로 늘었지만, 철분은 

28%, 아연은 대략 1/3 정도의 수준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냈

다. 이와 유사하게, 1950년 이래로 품종 개량자들이 일일 생산량

을 가까스로 세 배 이상이 되게 한 현대의 홀스타인 소(젖소의 품

종)에서 나온 우유는 더 오래되고 덜 ‘개량된’ 종류의 소에서 나온 

우유에 비해 유지방과 다른 영양소들이 상당히 적다.  

해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개량해 온 현대 품종의 영양의 질이 더 오래

된 품종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이므로 ① ‘보다 많은 식량, 하지만 

보다 적은 영양’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드디어 이익을 보다

③ 영양적으로 향상된 농작물들을 고르는 방법

④ 농부들을 위해 더 많은 밀을 먹고 더 많은 우유를 마셔라

⑤ 현대의 식단: 전통 음식보다 건강에 더 좋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For example, some researchers found that breeding to 
“improve” wheat varieties over the past 130 years, during 
which yields of grain per acre have tripled, had reduced 
levels of iron by 28 percent and zinc by roughly a third. : that
절 이하에서 주어는 breeding이고 동사는 had reduced이다. 

during which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 during the past 130 

years의 의미이다.

8행 Similarly, milk from modern Holstein cows, [in which 
breeders have managed to more than triple the daily yield 
since 1950], has considerably less butterfat and other nutrients 
than that from older, less “improved” types of cows. : 문장의 

주어는 milk이고 동사는 has이다. 뒤의 that은 주어 milk를 받는 

대명사이다. modern Holstein cows를 선행사로 하는 in which 이
하의 관계대명사절이 삽입되어 있으며 <manage+to부정사>는 「가

까스로 ~하다」의 의미이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⑤ 

해석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는 보통 즐거운 놀이로 연상되지만, 스페

인 북부의 피레네 산맥에 사는 Basque 농부들에게는 Zimbelas라
고 불리는 비슷한 회전 원반이 쓸모 있는 도구이다. Basque 사람

들은 철새 비둘기 떼를 포획하기 위해 그 원반을 사용한다. 그들은 

새들이 오기를 고대하며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물을 친

다. 그런 후, 새의 무리가 목격되면 농부들은 새들을 맞히기 위해

서가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원반을 공중으로 회전시킨다. 

비둘기들은 보통 그 원반을 무서운 매로 착각하고 본능적으로 땅 

쪽으로 하강하여 기다리고 있던 그물에 걸려든다. 이 계략이 항상 

적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무리 전체가 잡힐 때도 있다.

해설

스페인의 Basque 농부들이 원반을 이용하여 비둘기를 포획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므로 ⑤ ‘새를 잡기 위한 원반 날리기의 기발한 

사용’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인기 있는 운동경기로서의 원반던지기   

② Basque 농부의 전통 놀이들   

③ 철새 비둘기를 위협하는 다른 방법들   

④ 철새들의 자기 보호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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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구문노트

5행 Then, when a flock is sighted, the farmers spin their disks 
into the air, not to hit the birds, but to fool them. : <not A but 
B> 구문은 「A가 아니라 B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to부정사 to 
hit, to fool이 병렬구조를 이루며, 각각의 to부정사는 ‘~하기 위해

서’라는 의미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

어휘   

●   associate [] v. to make a connection in your mind 
between one thing or person and another  연상시키다 

●   carefree [] a. having no worries or problems  즐거운, 

태평한

●   whirl [] v. to turn or spin around very quickly  빙빙 돌다, 

회전하다 

●   capture [] v. to catch an animal after chasing or 
following it  포획하다 

●   flock [] n. a group of birds  (새들의) 무리, 떼 

●   anticipation [] n. a feeling of excitement about 
some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예감, 기대(감)  cf. in anticipation 
of  ~을 기대하여, ~을 예견하고

●   hawk [] n. a large bird that hunts and eats small birds 
and animals  매

●   instinctive [] a. based on instinct and not involving 
thought  본능적인  ad. instinctively  

●   tactic [] n. a method that you use to achieve some-
thing  책략, 계략

화재는 몇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질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화재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끝날 것이다.

해설

산불이 동식물의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며 다양성을 촉진해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③ ‘산불의 이점’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산불의 원인 ② 산불의 위험성 

④ 산불 방지 방법 ⑤ 산불로 인한 피해

1등급 구문노트

2행 Fires keep the forest from taking over the meadows that 
border it. : <keep A from -ing>는 「A가 ~하지 못하게 하다`」의 

의미로 <prevent A from -ing>나 <stop A from -ing>로 바꾸어 

쓸 수 있다.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 the meadows를 수

식하고 있다.

2  ② 

해석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아이들의 그림

책들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성 역할’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 연구에서는 조사된 여러 책에서 남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보다 

두 배 더 많았다는 것과, 남성 인물이 삽화에 53% 더 많이 등장했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전형적인 (남성) 직업

에 종사하며 흔히 집 밖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단 하나의 그

림도 아기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먹을 것을 주는 아버지

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 책들에서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보

수를 받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의 직

업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일로 여겨지는 직업들도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르고 있었다.

해설

그림책과 삽화에 나오는 남성의 등장 횟수와 직업, 역할 등은 남녀

의 성차별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므로 ② ‘그림책에서 발견되

는 성(性)에 관한 편견’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그림책에 나타난 폭력과 관련된 주제들 

③ 인종과 성별에 따른 임금 불공평

④ 양성 평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⑤ 고정관념에 근거한 태도와 행동

1등급 구문노트

2행 The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Sex Roles, showed 
[that there were twice as many male as female main 
characters in the books examined] and [that male characters 
appeared in 53 percent more illustrations]. : 접속사 that이 이끄

는 두 개의 명사절이 모두 동사 show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 <배수＋as＋원급(＋명사)＋as> 구문을 써서 「~보다 …배 

더 -한」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추론03

1 ③    2 ②    3 ③    4 ⑤

독해 속 수능 구문  ④

pp.24~27

1 ③

해석   

죽었거나 살아 있는 식물과 나무 속에 저장된 광물질을 방출하기 

위해서 숲은 사실 불을 필요로 한다. 불은 숲이 그것에 접한 목초지

를 잠식하는 것을 막아 준다. 큰불이 난 후에, 이러한 들판은 불길

에 의해 방출된 양분 때문에 빠르게 자란다. 산불은 새로운 서식지

를 만들며, 보다 많은 동식물의 다양성을 촉진한다. 가장 많은 수의 

다른 종들은 큰 화재가 난 뒤 약 25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발견된

다. 1972년에 과학자들이 불이 이롭다는 것을 발견해 내자, 국립공

원은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그것은 번개에 의해서 시작된 산불

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낙뢰에 의해서 발생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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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해석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Donald Trump의 부상은 깊게 뿌리박힌 절

망에서 부분적으로 자양분을 얻는다. 그는 아마도 사망률의 증가

를 보여 주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 두려움, 좌절의 깊은 감

정에 명백히 호소하고 있다. 다른 연령, 민족 그리고 인종의 미국

인 집단은 이전보다 더 오래 사는 반면, 교육받지 못한 중년의 미

국 백인 남성은 더 빠르게 죽어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연구

는 이 집단의 상승하는 사망률은 당뇨나 심장병 같이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을 흔하게 죽게 하는 병 때문이 아니라, 유행성 자살, 알

코올 남용으로 인한 간 질환 그리고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것이라

고 밝혔다. 전쟁이나 재앙이 이 인구 집단들의 사망률 증가를 야기

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한 세대 동안 그들을 희망이 없으며 화나고 

좌절하게 만든 정책의 영향이며, 이것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야

기한다. 이것은 Trump의 호소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해설

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교육

받지 못한 중년의 미국 백인 남성들의 절망감에 호소하기 때문이라

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③ ‘절망감에 의존한 

트럼프의 인기’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Trump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 

② 오래되고 험난한 백인 가난의 역사

④ 인종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을 반영하는 Trump의 입후보 

⑤ Trump가 대통령에 출마했던 몇 가지 이유 

1등급 구문노트

6행 A study on the issue found that the rising death rate for 
this group is not due to the ailments [that commonly kill so 
many Americans, like diabetes and heart disease,] but rather 
by an epidemic of suicides, liver disease caused by alcohol 
abuse, and overdoses of drugs. : <not A but B> 구문은 「A가 아

니라 B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은 앞에 

나온 선행사 the ailments를 수식하고 있다. 

11행 (They are) Just the impact of policies over a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m angry and frustrated, without hope, causing 
self-destructive behavior]. :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되고 명사구만 

남아 있으며,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이 바로 앞의 선행사 policies
를 수식한다. 

4  ⑤ 

해석   

프랑스의 철학자 René Descartes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모

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모두와 대화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유머 작가인 Will Rog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오직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우는데, 한 가지 방식은 

독서를 통해서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의 사귐에 의해서이다.” 사람들은 독서의 교육적 가치를 항상 인정

해 왔지만, 최근의 한 조사 결과는 또한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은 

거의 모든 사람의 지갑(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

사하고 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독서 습관을 키워 온 아

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책을 많이 읽은 저소득 가정 환

경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수입

이 많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

독서는 사람들의 소득(wallet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

린 시절의 좋은 독서 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로는 ⑤ ‘독서와 금전적 

성공 간의 관계’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인쇄된 책이 아이들에게 주는 장점

② 똑똑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만의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

③ 아이들이 초기 독서 기술을 키우도록 돕는 방법

④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더 나쁜 이유

1등급 구문노트

7행 It found [that children who have developed good reading 
habits are more likely to live an affluent life in adulthood]. :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found)일지라도 종속절의 내용이 일반적

인 사실일 때는 시제 일치에 예외를 두어 종속절의 동사를 현재 시

제로 나타낸다.

8행 Another study found that adolescents from low-income 
backgrounds who have read a lot of books are more likely to 
have high incomes when they become adults than those who 
have not (read a lot of books). : 대명사 those는 앞에 나온 

adolescents from low-income backgrounds의 반복을 피하기 위

해 사용되었다. who have not 뒤에는 read a lot of books가 생략

되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④ 

해석   

과학에서 창조는 높은 수준의 상상적인 통찰과 직관적인 인식 둘 

다를 필요로 한다. 비록 그것이, 작가, 음악가 또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과학자의 성취는 양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일한 관점에서, 그의 발견은 이후에 일치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이 도입된 것을 받아들이고, 과학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인 축적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잘 다듬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 반면에, 예술적인 창조는 유

일하다. 예를 들어서 자연선택이 발견된 것처럼, 그것은 두 번 발견

될 수 없다. 그것은 스타일상으로, 장르와 유파에 있어서 모방될 수

는 있지만, 기술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축적되지 않는다.

해설

과학적 창조와 예술적 창조를 비교하며 서로 다른 점을 소개하고 

03 주제 추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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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내용으로, ④ ‘과학적 창조와 예술적 창조의 다른 점’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과학과 예술의 동일한 기원 

② 예술가와 과학자가 사용하는 서로 다른 상징들 

③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간의 증가하는 협업   

⑤ 과학과 예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의 통찰과 직관

1등급 구문노트

4행 From an single point, his discovery is verifiable by other 
men [who may then, on the basis of corresponding data, 
accept the innovation and elaborate upon it in the cumulative 
fashion {which is one of the great triumphs of science.}]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앞에 나온 other men을 수식하고,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은 앞에 나온 the cumulative 
fashion을 수식한다.  

9행 It may be imitated stylistically, in a genre, a school, but, 
save for a few items of technique, it is not cumulative. 
save for는 ‘~을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휘   

●   insight [ínsàit] n. a sudden understanding of  a complicated 
problem or situation  통찰 

●   intuitive [intjúːitiv] a. based on a feeling rather than on 
knowledge or facts  직관의 

●   perception [pəsépʃn] n. an awareness of things through the 
physical senses, esp. sight  인지 

●   transmissible [trænsmísəbl] a. able to be passed or sent from 
one person, thing, or place to another  전달할 수 있는 

●   verifiable [vérəfàiəbl] a. able to be proved  증명할 수 있는 

●   corresponding [kɔ̀ːrəspándiŋ] a. similar or the same in some 
way  상응하는 

●   elaborate  [ilǽbǝrèit] v.  to add more details or new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다듬다 

●   cumulative [kjúːmjulətiv] a. increasing gradually as more of 
something is added or happens  축적의 

●   school [skuːl] n. a group of artists, writers, or philosophers 
whose styles, methods, or ideas are similar  유파 

문단 요약04

1 ④    2 ⑤    3 ②    4 ④    5 ②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pp.30~35

1 ④

해석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모래의 공급량이 심각하게 적은 상태이다. 

그리고 일단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 악

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연 모래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

다. 업계에 따르면 40년 동안 국가와 산업의 발전이 이어지면서 다

른 지역에는 (모래가) 고갈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체는 바

다에서 370km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 모래를 채취해야 한다. 천연 

모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조업체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로 레미콘(미리 혼합한 콘크리트)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모래의 많은 양은 돌을 잘게 부

숴서 제조된다. 

 모래의 공급량이 (A) 부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제조업체들은 

(B) 인공 모래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설

모래의 공급량은 부족(shortage)하고 천연 모래는 구하기 힘들어

서, 콘크리트 제조업체들이 돌을 부숴서 인공 모래(artificial sand)
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과잉 - 천연의  ② 과잉 - 인공적인

③ 부족 - 천연의  ⑤ 부족 - 고품질의 

1등급 구문노트

4행 According to the industry, companies now have to extract 
sand from as far as 370 kilometers out at sea [as other areas 
have been depleted following 40 years of nation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 <as far as>는 「~까지」의 의미로 여기

서는 ‘바다에서 370km 떨어진 곳까지 나가서’로 해석될 수 있다. 

뒤에 나오는 as는 접속사로 ‘이유(~ 때문에)’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부사절 내의 follow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에 

이어, ~ 뒤에’의 의미임에 유의한다.

2  ⑤ 

해석   

부(富)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창출되고 능력을 기준으로 한 피라미

드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제와는 반대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장 훌륭하고 머리가 좋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육체적인 힘 이외에 거래할 것이 없

는 사람조차도 그보다 더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의 성과물을 

이용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예를 들어, 한 건설 노동자의 

노동은 휴대용 소형 착암기와 증기 굴착기를 발명한 사람들로 인해 

생산력이 더 높아진다. 또 다른 예로, 사무원의 일은 복사기와 팩스 

기기를 발명한 사람들에 의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해진다.

 인간의 (A) 발명의 재주를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육체노동은 보다 더 (B) 효율적이 된다.

해설

the fruits of minds, more creative, the inventors 등의 어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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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어휘는 ingenuity(발명의 재주)이며, more productive, 
much faster and easier는 efficient(효율적인)의 의미를 설명하는 

어구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자본 - 복잡한  ② 권리 - 효율적인

③ 발명의 재주 - 복잡한  ④ 자본 - 융통성 있는 

1등급 구문노트

2행 ~ it is those at the top, the best and the brightest, wh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bor of those at the bottom. : <It is ~ 
that> 강조구문에서 선행사가 사람(those at the top)이므로 that 대
신에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다. the best and the brightest는 앞

에 나온 those at the top과 동격의 의미를 지니는 삽입구이다.  

4행 Under capitalism, even a person [who has nothing to 
trade but physical strength] gains a huge advantage by using 
the fruits of minds more creative than his. : but은 전치사로  

‘~를 제외하고’의 except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장의 주어

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의 수식을 받는 a person이

고, 동사는 gains이다. 마지막의 his는 주어 a person을 받는 소유

대명사로 his mind를 가리킨다.

3  ② 

해석   

공유 저작물 상태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진이 수백 장 있을 것이

다. 공유 저작물 상태란 저작권을 갱신하지 않은 1964년 이전에 

출판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다 해도, 프레슬리 재단의 허가 없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광고에 그런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프레슬리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공유 저작물 상태인 코카콜라 이름과 로고를 담은 

많은 사진들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코카콜라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광고 목적으로 이런 사진을 사용할 수 없을 것

이다. 반대로, 초상권과 상표법은 비상업적인 용도, 즉 뉴스 기사, 

논픽션 책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비디오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를 위해서 사람이나 상표를 담은 사진을 사용할 때에

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A)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이나 상표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사용할 의도라면, (B)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해설

저작권이 소멸된 인물이나 상표 사진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상업

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빈칸에 각각 ‘legal(법
률의)’과 ‘commercial(상업적인)’이 들어가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법적인 - 교육적인  ② 정치적인 - 공공의

③ 정치적인 - 상업적인  ⑤ 경제적인 - 공공의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re are likely hundreds of photographs of Elvis Presley 
that are in the public domain ― all those [published before 
1964] [that never had their copyright renewed]. : 과거분사구

인 published before 1964와 관계사절인 that never had their 
copyright renewed은 모두 앞에 나온 all those를 수식한다. 

4행 Doing so will likely get you sued for violating Presley’s 
right of publicity. : Doing은 동명사로 주어로 사용되었으며,  

<get+목적어+p.p.> 구문은 ‘(목적어)가 ~당하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4 ④ 

해석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

나는 (운동에 쏟는) 노력이 종종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당신은 4주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오다가 체중계 위로 

올라간다. 헉, 아무 변화가 없다! 당신은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고 한다. 비현실적인 기

대는 정말로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체중계로 운동의 

진척을 측정하는 대신에, 에너지 레벨로 그것을 측정하려고 해 보

라. 어떤 운동을 몇 회나 더 많이 반복할 수 있는지 모니터해 보라. 

주어진 운동을 몇 분이나 더 오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라. 당

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A) 체중 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B) 신체적인 지구력의 증가

에 의해서 운동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해설

체중이 얼마나 줄었느냐(weight loss)를 가지고 운동의 효과를 따

지면 운동을 쉽게 포기하게 되므로, 에너지 레벨, 반복 횟수, 지속

력 등 운동을 소화해 내는 신체적 지구력(physical endurance)으
로 효과를 측정하라는 내용의 글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달리기 속도 - 맥박수  ② 달리기 속도 - 호흡률

③ 체중 감소 - 혈압  ⑤ 혈압 - 기억력 향상 

1등급 구문노트

1행 One of the biggest stumbling blocks [(that) new exercisers 
experience] is that the effort often doesn’t match the reward. : 
전체 문장의 주어는 One이며, 동사는 is이다. 또한 new exercisers 
experience가 선행사 the biggest stumbling blocks를 수식하고 

있는데, blocks와 new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

어 있다. 

5  ② 

해석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4,082개의 각기 다른 곰팡이 종(種)이 쌀

쌀한 섭씨 4도부터 사막의 열기인 섭씨 45도에 이르는 온도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조사했다. 그들은 그것들 중 거의 모든 것이 섭

씨 30도까지의 기온에서는 잘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

을 넘어섰을 때, (생존에) 성공한 종의 수는 섭씨 1도가 상승할 때

마다 6%씩 감소했다. 대부분이 포유류의 온도에서는 자랄 수 없었

다. “그 연구의 결과들은 포유동물들이 파충류와 다른 냉혈 동물들

04 문단 요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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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토양과 식물에서 난 곰팡이 병원균에 훨씬 더 잘 견디는 이유

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 연구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균류에 대한 이러한 보다 강력한 면역력은 포유류

가 6천 5백만 년 전 공룡의 멸종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A) 온혈(동물)이고 그로 인해 곰팡이의 감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공룡 시대 이후에 포유류의 (B) 우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

온혈(warm-blooded) 동물인 포유류가 냉혈 동물보다 곰팡이 병원

균에 강하기 때문에, 공룡 멸종 후에도 우위(dominance)를 점령

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온혈의 - 분류  ③ 냉혈의 - 분류 

④ 냉혈의 - 우위  ⑤ 순종의 - 죽을 운명 

1등급 구문노트

1행 In one study, researchers investigated [how 4,082 
different fungal strains grew in temperatures ranging from 
a chilly 4°C to desert heat of 45°C]. : how 이하는 동사 

investigat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의문사`+`주어+`동

사)이고, ranging ~ 45°C는 앞의 명사 temperatures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range from A to B>는 「(범위가) A에서 B까지 

이르다」의 의미이다. 

6행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help explain why 
mammals are much more resistant to soil and plant-born 
fungal pathogens than are reptiles and other cold-blooded 
animals”, ~. : 동사 help의 목적어로 원형부정사 explain이 쓰였

는데, help는 원형부정사와 to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

다. than 이하의 are ~ animals는 reptiles and other cold-
blooded animals are resistant to soil and plant-born fungal 
pathogens의 문장이 축약되고 도치된 형태이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해석   

한 실험에서 어떤 유전자의 변형을 가진 7명의 사람들과 그 유전자

가 없는 22명의 사람들이 자동차 모의 운전 장치에서 몇 바퀴를 완

주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코스는 그들로 하여금 그 트랙이 갖고 있

는 몇 가지 미묘한 차이를 깨닫도록 했으며, 또한 몇몇 위험한 커

브를 어떻게 주행하는지를 기억하도록 했다. 몇 바퀴의 주행이 완

료된 후, 참가자들은 귀가조치 되었고 그러고 나서 4일 정도 후에 

그 ‘주행 시험’을 반복했다. 그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참가자

들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20% 더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사한 실험에서, 그 골칫덩어리 유전자를 가진 사

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도로에서 그

들의 차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A) 운전에 서툴며 그것은 (B) 타고난 것

일 수 있다. 

해설

특정한 유전자의 변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

은 사람들보다 자동차 운전(driving)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

다는 내용의 글로, ‘특정한 유전자의 변형을 가졌다’는 것은 후천적

인 것이 아닌 타고난(innate) 것을 의미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운전 - 후천적인  ③ 학습 - 일시적인

④ 학습 - 고의적인  ⑤ 의사소통 - 습관적인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 course required them to learn some subtle nuances 
that the track had, and also to remember [how to navigate 
some dangerous curves]. : 목적격 보어로 쓰인 두 개의 to부정사

가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의문사`+to부정사>는 명사

구로 how가 이끄는 간접의문문(how they should navigate ~)의 

간략한 표현이다. 

8행 In a similar experiment, those [who had the troublesome 
gene] were proven not to be able to keep their cars on the road 
as efficiently as other people could. : who가 이끄는 형용사절

의 수식을 받는 those는 ‘~인 사람들’의 의미로 쓰인다. 또한 <as+`

원급`+as+`주어+could>의 원급 비교 구문이 쓰여 「가능한 한 ~하

게」의 의미를 나타낸다. 원급으로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다.

어휘   

●   variant [] n. something that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usual form of something  변형, 변종 

●   lap [] n. a single journey around a race track  (경주로의) 한 바퀴

●   simulator [su] n. a machine that is used for training 
people by letting them feel what real conditions are like, for 
example in a plane  모의 조종 장치, 시뮬레이터 

●   subtle [] a. not easy to notice or understand unless you 
pay careful attention  미묘한 

●   nuance [] n. a very slight, hardly noticeable difference 
in manner, color, meaning, etc.  미세한 차이, 뉘앙스 

●   faulty [] a. not working properly, or not made correctly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   troublesome [] a. causing problems, in an annoying 
way  골치 아픈, 귀찮은 

1 ④      2 ④      3 ④      4 ①      5 ①      6 ⑤      7 ④      8 ②    

9 ④ 10 ④ 11 ② 12 ①

01~04 pp.36~43

1  ④ 

해석   

강한 향을 가진 허브 차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다양한 이점

10    PART I   수능 유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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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어 The old issue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데, concerning은 ‘~

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였다. 

3  ④ 

해석   

최근 일련의 연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높

은 심장마비의 위험에 처해 있고, 심지어 조기 사망에 이른다는 것

을 밝혀냈다. 다소 역설적이게도, 한 임상 연구는 하루 한 시간 체

육관에 가는 것이 하루 6시간 내지 그 이상 앉아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위험들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

은 우리가 운동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직관적

인 듯하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앉아 

지낸 기간이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근육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 

우리 몸이 혈액 내부에 있는 지방의 일부를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

하게 한다. 게다가, 우리의 대사율과 좋은 콜레스테롤을 제조하는 

비율 둘 다를 둔화시킨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그

저 앉아 있던 자세에서 일어서는 것이며, 그것이 대사율을 배가시

킨다. 짧은 산책이라도 해라, 그러면 대사율을 다시 배가시킬 수 

있다.

해설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

며 그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짧은 산책을 하면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④ ‘건

강을 위해 책상에서 일어나라’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효소: 중요한 건강 촉매제

② 심장마비에 대한 응급 처지 정보

③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

⑤ 휴면 중인 대사율에 대한 다이어트의 효과

1등급 구문노트

1행 A series of recent studies has found that people {who 
spend a large part of the day sitting} are at an increased risk 
of heart attack and even early death. : that 이하 문장이 동사 has 
found의 목적절이며, who 이하 구문은 that절의 주어인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spend -ing>는 ‘…하며 ~을 보내다’의 의

미이다. 

5행 But this seems counterintuitive to everything we think we 
know about exercise. : we think 이하 구문이 선행사 everything
을 수식해 주는 관계대명사절로, we think 부분은 삽입절로 생략 

가능하다.

4  ① 

해석   

한 사업가가 지역 신문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할 소년을 구하는 

광고를 실었다. 지원하러 온 거의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남자는 한 명을 고르고 나머지는 보내 버렸다. 한 친구가, “나는 

을 제공한다. 판매 중인 허브 차의 종류는 30종이 넘으며 그것들 

각각은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효능을 두 배로 

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의 허브 차를 섞을 수도 있다. 한 찻숟갈의 

말린 허브 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에서 5분 정도를 기다리면 된

다. 차의 맛을 쓰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 라벤더 차는 초보자들에게 맛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정서 안정에 아주 좋다. 로즈마리 차는 깨어 있게 해 주고 두통을 

막아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다. 재스민 차는 긴장을 풀어 주고 

우울증을 완화시킨다. 멜리사 차는 뇌에 활기를 북돋워 주는 데 가

장 인기 있는 차이다.

해설

다양한 허브 차가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지

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 ‘허브 차의 치료 효과’가 주제로 가장 적

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허브 차의 종류  

② 건강식품의 인기

③ 좋은 허브 차를 만드는 방법  

⑤ 허브 치료의 과학적 증거

1등급 구문노트

3행 When (it is) necessary, you can mix two or three herbal 
teas together to double the effect. : 주어를 생략해도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는 경우에 부사절에서 <주어`+be동사>는 흔히 생략된다.

2  ④ 

해석   

물, 탄수화물, 소금 등은 피로와 질병 모두 다 예방하는 데 효과적

이므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는 동안 이러한 것들을 일정량 섭

취하도록 권장된다. 운동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과 관련된 해

묵은 논쟁은 그것이 운동을 하는 동안 수분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점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연구들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

이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최대 산소 용량을 향상시키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운동선수로 하여금 더 큰 힘을 내서 더 

오래 훈련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효과들은 짧게는 60초, 길게

는 2시간까지 지속되는 운동들에서 발견되어 왔다.

해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카페인 섭취가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

지하는 데 이로우며, 운동선수가 더 큰 힘을 내서 오랫동안 훈련하

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가 글의 요지로 가

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 old issue concerning drinking coffee while exercising 
was that it may cause fluid loss during activity. : The old issue가 

전체 문장의 주어이며, was가 동사이다. concerning ~ exerc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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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가 단 한 장의 소개장, 즉 추천서도 갖고 오지 않은 저 소년을 

뽑은 이유를 알고 싶네.”라고 말했다. “자네가 틀렸네.” 그 사업가

는 말했다. “그 아이는 아주 많은 추천서를 갖고 있었네. 그 소년은 

문에서 발을 닦았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는데, 그것은 그가 신중

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네. 그는 들어와서는 모자를 벗었고 내 질

문에 신속하게 대답했는데, 그것은 그가 예의바르고 점잖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네. 그는 밀치고 혼잡하게 구는 대신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네. 자네는 이런 것들을 추천서라고 부르지 않는가? 나는 그

런다네. 나는 그런 것들이 추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네.”

 한 사람의 (A) 행동은 (B) 추천서보다도 더 크게 말한다.

해설

구인 광고를 낸 사업가는 왜 단 한 장의 추천서도 가지고 오지 않은 

소년을 뽑았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 소년이 면접할 때 보여 준 행

동(actions)이 어떤 추천서(a letter of recommendation)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1등급 비법노트

② 행동 - 자기소개

③ 말 - 지원

④ 말 - 추천

⑤ 판단력 - 자기소개

1등급 구문노트

3행 “I should like to know,” said a friend, “the reason (why) 
you selected that boy ~.” : <should like+to부정사>는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바람’을 나타내는 정중한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should 대신 would를 사용하여 <would like+to부정사>로 쓰기도 

한다. 또한 the reason 뒤에는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어 있다.

6행 / 7행 ~ and closed the door after him, showing he was 
careful. / ~ and answered my questions promptly, showing he 
was polite and gentlemanly. : showing 이하는 부대상황의 분사

구문으로 and it showed로 전환할 수 있다.

5  ① 

해석   

토양이 침식되면서, 땅은 처음에는 감소하는 생산량으로 고통을 

겪고, 결국은 버려질 수 있다. 옥수수와 밀 산출량에 대한 토양 침

식의 영향을 분석한 10여 회의 미국 연구는 1인치의 표토 손실이 

일반적으로 6퍼센트까지 산출량을 낮춘다는 것을 분석했다. 만약 

그 침식이 무기한으로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땅의 생산성을 경

제적으로 경작될 수 없는 지점까지 줄이게 될 것이다. 식량을 생산

하는 비용이 그 (비용 대비) 가치를 초과했을 때, 그 땅은 버려진

다. 농부에게 이러한 생태학적 손해 비용은 자신들의 농장의 유기

이다. 사회로선 그것은 어떠한 의미 있는 기간에 대체될 수 없는 

자연자본(토지)의 손실을 나타낸다.

해설

토양의 침식으로 인해 산출량이 감소하면 결국 땅은 버려지고 이것

이 농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므로 ① ‘토

양 침식의 경제적 효과’가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토양 침식을 조절하는 과학적 방법들

③ 지속 가능한 식량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④ 토양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농법

⑤ 식량 생산에 있어 결정적 통제점을 결정하기 

1등급 구문노트

2행 A dozen or so U.S. studies [analyzing the effect of soil 
erosion on corn and wheat yields] found [that the loss of an 
inch of topsoil typically lowered yields by 6 percent]. : 문장의 

주어는 A dozen or so U.S. studies이고, 동사는 found이다. 

analyzing 이하 구문은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구인데 바로 앞에 「관

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며, that 이하 구문은 동사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6  ⑤ 

해석   

거절과 구직 활동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작가로서, 나는 

뉴욕의 출판업자들로부터 수십 번 딱지를 맞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편집자가 “예”라고 말했고, 내 세상은 극적으로 변모했다. 그

러니, 만약 당신이 어떤 특정한 일자리에 자격을 갖추었다면, 비록 

당신이 대여섯 번 똑같은 회사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면

접에 응시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절대 임시 직원으로 일하

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회사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떤 흥분되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방편으로, 당신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당신은 결국에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당신 자신이 

바로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해설

직장을 구할 때 거절당했다고 포기하거나 임시직이라고 기피하지 

말고 일할 기회를 찾다보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다는 내용이므

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You may end up starting your own business and 
becoming your own boss! : <end up -ing>는 「결국 ~이 되다」의 

의미이고, 동명사 starting과 becoming이 and에 의해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다. 

7 ④ 

해석   

기온이 상승했을 때 뜨거운 미네소타의 하루는 미네소타의 광활하

고 상대적으로 건조했던 대초원이 그 지역을 평온하게 유지했던 

150년 전에 아마 더 참을 만했을 것이다. 그 풍경이 이제 몹시 다

르다. 원래의 대초원은 옥수수, 콩과 다른 작물들에 의해 대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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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라졌고, (대체된) 그 작물들은 많은 습기를 낸다. 모든 습

기가 미네소타를 눈에 띄게 더 습하게 했다. “매년 이맘 때쯤, 옥수

수 너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자연의 대초원에서보다 40 내지 50퍼

센트 더 높은 증발률입니다.”라며 생물기상학자 Tim Griffis는 말

했다. 그는 호수와 강과 같은 풍경의 다른 부분들 또한 습기를 쏟아  

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주의 아주 많은 부분이 농

경지이며 그 식물들이 많은 습기를 내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지역 

습기의 60퍼센트 이상이 농경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설

미네소타의 대초원에서 자라는 농경지 식물들로 인해 습도가 높아

져 과거에 비해 견디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작물의 습기: 

상승한 온도와 습도에 대한 한 원인’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

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건강에 대한 습도의 영향

② 미래에, 옥수수가 식량 혹은 연료가 될 것인가?

③ 앞뜰과 뒷마당 조경 아이디어

⑤ 미네소타의 대초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협력

1등급 구문노트

1행 A hot Minnesota day was probably more tolerable 150 

years ago [when Minnesota’s vast, relatively dry prairies kept 
the region comfortable as temperatures rose]. : when 이하 구문

은 바로 앞의 150 years ago를 한정하는 관계부사절이다. as 
temperatures rose에서 as는 접속사로 ‘~할 때’의 의미이다. 

9행 But because so much of the state is cropland and those 
plants sweat so much, his research shows (that) more than 60 

percent of that local moisture comes from farm fields. : more 
than 이하 구문은 shows의 목적절이며 앞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되

었다. 

8 ② 

해석   

한 연구가 가정 내 역할과 관련하여 부모의 행동과 은연중에 연상

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 희망을 예측하는 방식을 조사했다. 7세에

서 13세 연령인 326명의 데이터는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엄마의 

명백한 믿음이 아이들이 갖는 신념을 예측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게다가, 아버지가 가사 노동에 대해 더 평등주의적 분배를 정

하고 지지했을 때, 특히 그들의 딸들은 집 밖에서 일하는 것과 덜 

정형화된 직업을 갖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아버지

의 은연중의 성 역할 관련성들은 또한 특히 딸들의 직업 선호도를  

예측하게 했다. 이러한 발견은 부모 사이의 더 균형 잡힌 가사 노

동의 분배가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노동력 평등을 촉진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해설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 의해 관찰되는 부모의 가사 노동 분담이 미

래의 어떤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예측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므로, ②번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A research examined how parents’ behaviors and implicit 
associations concerning domestic roles predict their children’s 
future aspirations]. : how 이하 구문은 동사 examined의 목적어

절로 쓰였으며, concerning 이하 구문은 how절의 주어인 parents’ 
behaviors and implicit associations를 수식하는 어구이다. 

4행 ~ their daughters in particular expressed a greater interest 
in working outside the home and having a less stereotypical 
occupation. : working, having은 각각 전치사 in에 병렬구조로 연

결된 동명사구이다. 

9 ④ 

해석   

거위들이 캐나다 해안가에서 날아오를 때, 꽥꽥거리는 소리를 내

며 물에서 날아오른다. 몇 초 후에 거위들은 완벽한 V자 대형(隊

形)을 만든다. 과학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V자 대형

을 사용하는 데에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

을 이루어 날아가는 한 무리의 거위들은 혼자 날아가는 거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더 오래 비행을 유지할 수 있다. V자 대형

으로 비행함으로써 한 무리의 거위들 전체는 각각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비행거리가 최소한 71% 더 늘어난다. 대형 비행은 또한 공

기 저항(날개에 가해지는 공기 압력)을 감소시킨다. 거위 한 마리

가 대형에서 이탈할 때마다 그 거위는 갑자기 공기 저항을 느끼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거위의 부상력을 이용하기 위해 재빨리 대형

으로 돌아간다.

해설

거위들이 V자 대형으로 비행할 때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으며, 공기 저항을 줄여 힘이 덜 든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로는 ④ ‘거위가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는 이유’가 가장 적

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Whenever a goose falls out of formation, it suddenly 
feels the drag and quickly gets back into form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lifting power of the bird immediately in 
front. : Whenever는 복합관계부사로 (At) any time when의 의

미이며, to take 이하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

낸다.

10 ④ 

해석   

날마다 걷는 것이 당신에게 원하는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허가

증을 주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자신이 먹는 것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체중은 줄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만 당신이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하기만 한다면, 즉 정량의 저지방

식을 선호하고, 다양한 종류의 영양 식품을 먹고, 충분한 물을 마

시고, 대부분의 정크 푸드를 줄인다면, 걷기가 그 나머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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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게다가, 이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아마 당신이 적절하게 식

사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만이 종종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식이 요법에 대한 강한 의

지를 부여한다. 당신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면,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심리적인 브레이크를 거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걷기는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살을 빼기 위한 식이 요법에 어떤 긍

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 ‘걷기와 식이 

요법의 상관관계’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② 날마다 걷는 방법

③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하는 법

⑤ 체중 감량의 심리적 효과

1등급 구문노트

5행 What’s more, this regular physical activity should make it 
easier for you to eat properly. : it은 가목적어, for you는 의미상

의 주어, 그리고 to eat 이하가 진목적어인 구문이다.

11 ② 

해석   

시장 경제가 정책과 지출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될 분야가 몇 가

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수요와 공급만을 따르는 것이 아

니라 도의적인 근거에 의해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 소유제

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딴 지역으로 운행하는 기차 

서비스와 같은 비영리적인 활동들이 중단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자금 지원도 비슷한 사례이다. 국가는 예술이 냉혹한 자유 시장 자

본주의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예술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자본주의자들은 예술에 대해 아는 것

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술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문화적인 문맹 상태로 만들어야 함을 의

미해서는 안 된다.

해설

비영리적 활동인 예술은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 체제에

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re are some areas [where we should not let the 
market dictate policy and spending]. : some area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re가 사용된 구조이다. let은 사

역동사로 목적어는 the market이며, 목적격 보어로는 원형부정사 

dictate가 사용되었다.

2행 ~ to ensure that it is run not according to supply-and-
demand alone but on a moral basis. : <not A but B>의 구조로 

지칭 추론05

1 ⑤    2 ③    3 ⑤    4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④

pp.48~51

UNIT 2  |   글의 추론적·사실적 이해

부사구 according ~ alone과 on ~ basis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12 ① 

해석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

들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은 확

신에 차 있다. 그들은 피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망설임 없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라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범죄의 피해자조차

도 항상 믿을 만한 목격자는 아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격자 

증언이 무고한 사람들을 투옥으로 이끌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

이 없는 기술자인 Lowell Geter는 텍사스 주에 있는 KFC 식당에 

대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목격자 증언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였다. Geter는 진범이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까지 여러 달을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목격자 증언이 항상 (A)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때때로 엉

뚱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B)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해설

필자는 Lowell Geter의 예를 들어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가져

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항상 정확한

(accurate) 것은 아니며 오판을 할 수 있는 결점(defect)도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② 안전한 - 과실  ③ 부적당한 - 장점   

④ 정확한 - 장점  ⑤ 부적당한 - 이익 

1등급 구문노트

5행 For example, Lowell Geter, an engineer with no criminal 
record, was convicted of robbing a Kentucky Fried Chicken 
restaurant in Texas. : 주어 Lowell Geter와 콤마(,) 뒤에 이어지

는 an engineer with no criminal record는 동격의 의미로 콤마 뒤

의 내용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또한 <be convicted of>는 「~로 

유죄 선고를 받다」의 의미로 of의 목적어로 동명사구(robbing ~ 
Texas)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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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ments 이하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the temperaments
와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어 있다.

3 ⑤

해석   

이전 영국의 한 지방이었던 Deira의 통치자이자 Aidan의 친구인 

Oswin 왕은 그 주교에게 훌륭한 말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idan 주교는 그에게 적선을 바라는 한 거지를 만났다. 그러자 그

는 당장 말에서 내렸고 그 말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 자

선 행위가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는 Aidan에게 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 말을 왜 줘 버렸는지를 물었다. 

그 왕은 “우리는 당신이 여행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에게 알맞을 덜 귀중한 말들을 많이 지

니고 있어요.”라고 왕이 말했다. 그러나 Aidan은 “당신에게는 암

말의 새끼가 신의 자손보다 더 귀합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왕은 곰곰이 생각하고는 갑자기 칼을 옆으로 던지며 Aidan의 발에 

무릎을 꿇고, 그의 용서를 빌었다. Aidan은 크게 감동받아 그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요청했다. 

해설

①, ②, ③, ④는 모두 주교인 Aidan을 가리키지만, ⑤는 왕을 가

리킨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King Oswin, ruler of the former British province of Deira 
and a friend of Aidan’s, gave the bishop a fine horse. : ruler of 
the former British province of Deira and a friend of Aidan’s는 

바로 앞의 King Oswin과 동격이다. 

9행 Aidan, greatly moved, told him to go to his dinner and 
be merry. : 문장의 주어는 Aidan이고 동사는 told이고, greatly 
moved는 과거분사구로 바로 앞의 Aidan을 수식한다. 

4 ④ 

해석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그들이 병들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스스로

를 지탱하기 위한 지지 기구, 즉 목발을 만들어 냈다. 그것들은 사

람이 걸을 수 없거나 또는 극도의 어려움을 갖고 걸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다리나 발에 통증이나 부상이 있거나 근육이 

약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 그것

들은 마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선 자세의 이점을 누리게끔 

하며 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 

준다. 곧추 선 신체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은 신장과 폐의 기능뿐

만 아니라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들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팔의 힘, 균형감각, 그리고 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해설

①, ②, ③, ⑤는 모두 crutches(목발)를 가리키는데, ④는 people 
with paralysis를 가리킨다. 

1 ⑤

해석   

육식, 즉 ‘고기를 먹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자신들의 자양분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작은 먹잇감, 대개는 곤충들을 포획

하는데, 그것들이 제공하는 무기질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육식 

식물은 그것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질의 공급이 부족한 습지

나 늪지에서 자란다. 곤충의 몸에서 얻어지는 무기질이 없다면 그

것들은 이런 부적합한 곳에서 자랄 수 없을 것이다. 보통 그것들은 

(꽃의) 꿀이나 좋은 냄새 또는 색깔로 곤충들을 유인한다. 많은 육

식 식물들은 일단 그것들이 내려앉으면 곤충들이 갇히는 끈적끈적

한 잎 또는 미끈거리는 낭상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난 뒤 육식 

식물들은 그것들을 소화시키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낸다. 

과학자들은 거의 500종의 육식 식물을 확인했다.

해설

①, ②, ③, ④는 모두 carnivorous plants를 가리키지만, ⑤는 

insects를 가리킨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Were it not for the minerals from the bodies of insects, 
they could not grow in these unsuitable places. : If it were not 
for the minerals ~의 가정법 과거 문장에서 If가 생략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문이다. 이 문장은 Without the minerals from 
the bodies of insects ~의 명사구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2 ③ 

해석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과 그들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접함으로써 그들은 아이의 개인

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이해는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

다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아는 것은 그들이 잠재적인 문제를 완

화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모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대

면한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질

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

려고 노력 중인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설

①, ②, ④, ⑤ 모두 parents(부모)를 가리키는데, ③은 adults와 함

께하는 대상이므로 children을 가리킨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Knowing [who or what may affect children’s behavior] 
can help them to alleviate potential problems. : 동명사구

(Knowing ~ behavior)가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Knowing의 목적어로 간접의문문이 쓰였다. 

7행 When parents take the time to identify and more 
importantly respond to the temperaments [(that) they are 
faced with] in a positive way, ~. : identify와 respond to가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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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구문노트

1행 For a long time humans have fashioned support devices, 
or crutches to hold themselves up when they became sick or 
injured. :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고안해 온 것

이므로 과거와 현재의 두 시제를 연결하는 현재완료 시제(have 
fashioned)가 쓰였다. ‘콤마(,) or’는 동격을 나타낸다.

5행 They allow people with paralysis the benefits of upright 
posture and let them move in places they cannot go with a 
wheelchair. : let은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정사 

move가 사용되었다. in places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관

계부사 where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④	

해석   

미소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그

것을 주는 사람을 더 빈곤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받는 사

람을 풍요롭게 한다. 그것은 단지 한 순간만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

에 대한 기억은 때때로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 없이 잘 지낼 수 있

을 만큼 부유하거나 강한 사람은 없으며, 그것에 의해 부유하게 될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미소는 구매하거나, 구

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대가 없이 

주어져야 비로소 그것의 가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소

는 또한 당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와 당

신의 미소를 나눌 때 개선된다. 그리고 당신의 미소를 웃음이 되도

록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그것은 커다란 배당금을 낳는다.

해설

미소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낳는지

를 보여 주는 글이다. 이 글에 사용된 나머지 It〔it〕은 글의 소재인 

smile을 가리키는 반면, ④는 바로 앞에 언급된 attitude를 가리킨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It enriches those [who receive it] without making poorer 
those [who give it]. : 전치사 without의 목적어로 쓰인 <make+

목적어(those who give it)+목적격 보어(poorer)>의 5형식 문장

에서 목적어가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아 길어져 <make+목적격 보

어+목적어>로 어순을 바꾼 형태이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끄

는 두 개의 who는 각각 앞에 나온 선행사 those를 받는다. 

5행 Yet a smile cannot be bought, begged, borrowed, or 
stolen, for it is something whose value does not begin until it 
is given away. : 접속사 for는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의 의미

를 나타내는 등위절을 이끌고 있다. 또한 <not ~ until ...> 구문이 

쓰여 「…할 때까지 ~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할 때 비

로소 ~하다」로 의역할 수 있으므로 ‘대가가 없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시작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문맥상 a smile’s를 대신한다. 

cf. A smile’s value does not begin ~.

어휘   

●   enrich [] v. to make something or someone richer  
부유하게 하다 

●   mighty [] a. very strong and powerful, or very big and 
impressive  강력한 

●   give away   to give something to someone without asking for 
any money, rather than selling it to them  대가 없이 거저 주다 

●   dividend [] n. (a part of ) the profit of a company 
that is paid to the people who own shares in it  배당금

빈칸 추론06

1	①				2	①				3	④				4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54~57

1	 ①	

해석

물론, 리모컨이 힘과 통제의 차이를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강

조하지 않는 것이 사업에 좋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의 

보편적인 리모컨은 사용자에게 많은 힘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

다. 많은 버튼을 가지고 있는 장치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의 가능한 모든 

기능들은 상품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 팀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

었다. 이 디자이너들은 또한 리모컨이 더 많은 버튼을 가질수록 우

리가 실제로는 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리모컨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자에게 힘이 없다는 것은 

리모컨 장치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이 장치를 ‘remote’라고 부

를 때, 우리는 이 한계를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remote’라는 용어는 우리의 관심을 멀리 떨어졌다는 자랑거리, 

즉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텔레비전을 돌릴 수 있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에게 통제

의 실패된 약속을 간과하도록 도와준다.

해설

리모컨 사용자는 자신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만, 사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리모컨 사용자가 아닌 리

모컨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빈칸에 

contro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 when in fact all its possible functions have been 
predetermind by a team of product designers and engineers. : 
접속사 when이 주절과 상반되는 내용의 부사절을 이끌 경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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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인데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6행 Those designers also know that the more buttons a remote 
control has, the fewer we actually use. : <the+비교급, the+비

교급>의 구문은 ‘~하면 할수록 더욱 …한’의 의미를 나타낸다. 

12행 In so doing, it helps us overlook the failed promise of 
“control.” : 동사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부정사나 원형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다. 

2 ① 

해석   

당신의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손을 가만히 두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는 종종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다른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짓궂은 말을 한다.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들을 때마

다, 당신의 반응은 그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이해는 가지만, 체벌은 단지 그의 공격성을 자극할 뿐일 것이다. 

대신에, 당신 아들의 행동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라. 

그는 낮은 자부심에 고통스러워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위협을 자신

이 원하는 관심과 존중을 얻는 방법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행동은 학습 장애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들의 선생님

과 상담하여 그가 수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또는 독해

력에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라. 

해설

빈칸 이후 아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부심이 낮기 때

문이거나 학습 장애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통해 빈칸

에는 ① ‘당신 아들의 행동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

③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④ 그의 공격적인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

⑤ 당신이 언제 체벌을 해야 하는지

1등급 구문노트

3행 Every time you hear of your son’s aggressive behavior, 
your reaction is to punish him physically. : Every time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Whenever(~할 때마다)

의 뜻을 나타낸다.

3 ④

해석   

당신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 당신

을 짜증나게 만드는 어떤 습관들도 있다.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습성들도 있다. 그러나 당신

의 신경을 가장 많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종종 그런 ‘사소한 것들’

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타인에 대해 아주 불쾌하다고 생

각하는 습성은 대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싫어하는 것과 똑같

은 습성이다. 만약 당신이 규율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나태한 사람들을 혹독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

이 자신에게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견해 내는 습성을 다른 사람

들에게서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약점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이 

반영인 것이다. 

해설

빈칸 이후 문장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습성을 다른 사람에

게서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약점을 일깨워 준다는 내용을 통해 빈

칸에는 ④‘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습성’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환경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것 

②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

③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들

⑤ 진실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들 

1등급 구문노트

3행 / 8행 However, it’s often those “little things” that can get 
on your nerves the most. / It’s this reflection of yourself that 
you find so offensive. : 각각 often those “little things”와 this 
reflection of yourself를 강조하는 <it is ~ that ...> 강조구문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다」로 해석한다. 

4 ④ 

해석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잘 설계된 시스템은 사람

들에게 일을 잘하고 있을 때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때를 알려 준

다. 피드백의 중요한 유형에는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나, 혹은 좀 더 유용하게는, 잘못 진행되기 직전이라는 경고가 있

다. 노트북 컴퓨터는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원

을 연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경고 시스템

은 그것들이 금방 무시되지 않도록 너무 잦은 경고를 보내는 문제

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늑대야’라고 너무 여러 번 소리 지른 

소년과도 같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우리가 정말로 첨부 파일

을 열고 싶은지 끊임없이 귀찮게 묻는 경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예’를 클릭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해설

(A)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피드백 제공’인데 이

는 일을 제대로 할 때와 실수를 할 때를 알려 주는 ‘잘 설계된’ 시스

템과 일맥상통하므로, 의미상 Well-designed가 적절하다. 

(B) 컴퓨터에서 경고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고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useless가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뚜렷이 식별되는 -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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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뚜렷이 식별되는 - 쓸모없는

③ 신식의 - 필수적인 

⑤ 잘 설계된 - 사적인

1등급 구문노트

3행 An important type of feedback is a warning [that things 
are going wrong, or, even more helpful, are about to go 
wrong].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이 앞의 명사 a warning과 동

격 관계를 이루고 있다.

6행 But warning systems have to avoid the problem of offering 
so many warnings that they soon become ignored. : <so ~ 
that ...>은 「너무 ~해서 …하다」의 결과를 나타낸다. so many 
warnings의 동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offering은 전치사 of의 목

적어로 쓰였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과일에 대한 유일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과일의 영양

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그것을 먹어야 할지를 모

른다는 점이다. 과일은 항상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과일이 기본적으로 위장에서는 소화

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일은 소장에서 소화된다. 과일은 불과 

몇 분 안에 위장을 지나 바로 소장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곳에서 당(糖)을 방출한다. 하지만 위장에 고기나 감자 혹은 쌀이 

있다면 과일은 위장에 갇혀 발효되기 시작한다. 식사를 잔뜩 한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고 저녁 내내 불쾌한 뒷맛을 트림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과일을 적절한 방식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

이다. 

해설

과일은 위장이 아닌 소장에서 소화가 되며,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

면 과일이 그 속에 갇혀 발효되어 불쾌한 뒷맛의 트림을 한다고 했

므로 빈칸에는 ③ ‘위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규칙적으로 

② 운동하기 전에

④ 깨끗이 씻은 후에 

⑤ 날것으로 잘 익었을 때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 only problem with fruit is that most people don’t 
know when to eat it so that the body can effectively use its 
nutrients. : don’t know의 목적어 when to eat은 when they 
should eat의 절로 바꿔 쓸 수 있으며, <so that ~ can>은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부사절을 이끈다.  

어휘   

●   primarily [a] ad. mainly  주로

●   digest [di] v. to change food that you have just eaten 
into substances that your body can use  (음식을) 소화하다   

●   small intestine   the long tube that food goes through after it 
has gone through your stomach  소장   

●   burp [] v. to pass gas loudly from your stomach out 
through your mouth  트림하다  

●   aftertaste [] n. a taste that stays in your mouth after 
you have eaten or drunk something  (불쾌한) 뒷맛

도표의 이해07

1 ⑤    2 ⑤    3 ④    4 ③    5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pp.60~65

1 ⑤ 

해석   

미국 음악의 침투 이후, 유럽의 대중 가수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인기가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변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에서는, 국

내 음악의 판매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계속해서 상승했다. 

2010년에 독일 가수들은 국내 음악 판매의 49%를 차지했으며, 이

것은 2006년의 40%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음악의 판매가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했다. 이 새로운 

경향은 2010년에 국내 가수들의 시장 점유율이 음악 판매의 63%
를 차지한 프랑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자국 가수들

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해설

국내 가수들의 시장 점유율은 프랑스에서는 5년 동안 계속 50%를 

넘었지만,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0%를 밑돌았으

므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This new trend was most obvious in France; the market 
share by domestic artists accounted for 63 percent of music 
sales in 2010. : <account for>는 「~을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였는

데, 그 외에 「설명하다(= explain)」의 의미로도 종종 쓰인다.

cf.  Can you account for your absence last Friday?   
(당신은 지난 금요일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2 ⑤ 

해석   

이 그래프는 다른 크기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 비율을 보여 준다. 

1990년에는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았다. 그

러나 전자(前者)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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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 이와 비교하여, 방 1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에는 가장 높았으나, 2010년에는 세 번째로 

떨어졌다. 한편,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가장 큰 

비율의 변화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에서 발생했다.

해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바뀐 것은 방 4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15% → 40%)이므로 35%에서 

35%로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인구 비

율이 가장 큰 폭으로 바뀌었다고 언급된 ⑤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 while that living in a 2-Room apartment was the 
largest. :  while은 ‘~ 동안에’라는 의미 외에도, 앞 내용과의 대조

를 나타내는 ‘반면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방 4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율과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사는 인구의 비

율을 대조하고 있으므로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였다. 

3 ④ 

해석   

위 도표는 2004년과 2013년 사이에 영국의 입·출국 이민자 수, 그

리고 순인구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입국 이

민자 수와 출국 이민자 수 비율 모두 대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입국 

이민자 수치가 현저하게 더 높았다. 2004년에 45만 명 이상이 영국

에 살기 위해 입국한 반면, 영국에서 출국한 사람들의 수는 30만 명

에 약간 못 미쳤다. 그러므로 순인구 이동 수치는 약 16만 명이었

고, 이 수치는 2008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출국 이민

자 수는 2013년에 약 42만 명으로 절정에 달하기 전, 2012년에 갑

자기 상승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순인구 이동 수치가 약 24만 

명까지 올라갔으나 2013년에는 약 16만 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해설

2012년에 출국 이민자 수는 급격히 하락했으므로(약 40만 명 → 

약 34만 명)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In 2004, over 450,000 people came to live in the UK,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emigrated stood at just under 
300,000. : while은 ‘반면에’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대조를 이

루는 내용의 두 개의 절을 연결한다.

7행 Emigration rose suddenly in 2012, before peaking at 
about 420,000 people in 2013. : before peaking ~은 before 
it(= emigration) peaked ~의 부사절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구로 쓸 

경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접속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 

4 ③

해석   

위 그래프는 1974년부터 2010년 사이 7월달의 16-19세 청년들

과 16-24세 청년들의 고용 인구 비율을 보여 준다. 주어진 기간 

동안 16-19세 청년의 고용 인구 비율은 16-24세 청년들의 고용 

인구 비율과 거의 같은 등락 패턴을 보여 주었다. 1989년에 

16-19세 청년과 16-24세 청년의 고용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연령 집단의 고용 인구 비율은 2005년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

에 있다.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고용 인구 비율은 역사적으로 가

장 낮았는데, 16-19세 젊은이는 31.3퍼센트이고, 16-24세 젊은

이는 48.9퍼센트였다. 16-24세 젊은이들의 고용 인구 비율은 

20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50퍼센트보다 높았다.

해설

16-19세의 젊은이의 고용 인구 비율은 2006년이 2005년보다 높

았으므로 ③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During the given period,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for youths aged 16-19 years old showed almost the same 
up-down pattern as that of youths aged 16-24 years old. : 
that은 대명사로 앞에 나온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를 

지칭한다.

5 ④ 

해석   

위 도표는 2012년에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의 비농업 고용 비율을 

보여 준다. 미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비농업 고용을 차지한 부문은 무역, 운송, 그리고 공익사업이었다. 

미국 전체의 경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의 비농업 고용을 차지한 

부문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였던 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문

직과 사업 서비스 부문이었다. 전문직과 사업 서비스, 여가와 접대 

서비스, 그리고 정보와 같은 부문에서, 각각의 미국 전체 내 비농

업 고용 비율은 캘리포니아 주의 비농업 고용 비율보다 낮았다. 미

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일한 비농업 고용 비율을 기록한 

두 부문은 정부와 제조업이었다. 미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비

농업 고용 비율이 10% 미만인 곳은 네 부문이었다.  

해설

미국 전체와 캘리포니아 주의 비농업 고용 비율이 같은 부문은 정

부와 제조업이 아니라 정부와 건설업이므로, ④의 government 
and manufacturing은 government and construction으로 바꿔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Both in the whole U.S. and California, the sector [that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nonfarm employment] was 
trade, transportation & utilities. : that ~ employment는 선행사

인 the sector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로, 문장의 주어는 the 
sector이므로 3인칭 단수 동사 was가 쓰였다.  

6행 In the sectors such as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leisure and hospitality, and information, each percentage of 
nonfarm employment in the whole U.S. was lower than that in 

07 도표의 이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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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 that은 지시대명사로, 앞에 나온 명사구 each percentage 
of nonfarm employment를 가리킨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해석   

위 그래프들은 1950년과 2000년, 그리고 2050년에 대한 추정에

서 네 개의 연령 집단에 대한 미국 인구의 백분율을 보여 준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18세 미만의 인구는 5%만큼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6%에서 7%로 증가

하면서 미국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왔다. 2050년에는, 7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00년의 같은 연령 집단의 그것에 두 배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 해에,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5 이

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50년에 65세 미만의 두 연령 집

단의 비율은 각각 25%와 5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9%에서 13%로 

4%만큼 증가하였으므로, ②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

표상에서 75 years and above도 65세 이상의 인구에 포함됨에 유

의한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In the year 2050, it is anticipated [that the percent of 
people 75 years and above will be twice as much as that of 
the same age group in 2000]. : 「~의 …배」라는 배수 표현의 비

교구문은 <배수사+as+형용사〔부사〕 원급+as>의 어순으로 쓴다. 

이 문장에서 that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인 대명사로 the percent
를 가리킨다.

어휘   

●   projection [] n. a statement or calculation about 
what something will be in the future or was in the past,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now  (현 상황을 근거로 한 규모·비용·양 

등의) 예상, 추정

●   anticipate [] v. to expect that something will 
happen and be ready for it  예상하다, 예측하다   

●   take up   to fill a particular amount of time or space  (시간· 

공간을) 차지하다   

●   respectively [] ad. in the same order as the things 
you have just mentioned  개별적으로, 각각   

실용문 내용 일치·불일치 08

1 ④    2 ④    3 ⑤    4 ④    5 ①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68~73

1 ④

해석    

Operation Smile

더 많은 아이들에게 미소 지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

와주세요!

Operation Smile은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난 전 세계 아이들

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합니다.

창립기념일 축하 행사 :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저희의 두 번째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경연대회에 참가하시려면 저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말해 주거나 보여 주는 이야기나 시를 지어 주세요.

•  모든 출품작은 뒷면에 여러분의 이름, 나이, 학교, 이메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출품작은 A4 용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  수상자는 창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니 여러

분의 출품작이 뽑힐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참석하세요! 

•  모든 출품작은 2월 7일까지 Operation Smile 사무실로 제

출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kyla@operationsmile.ae로 Kyla에
게 연락하시거나 02-555-4790번으로 전화 주세요.

해설

Winners will be announced at the birthday celebration ~을 통

해 수상자는 창립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발표된다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To celebrate our 2nd birthday, we want to know [what 
you think is ‘The Greatest Gift!’] :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at이 이끄는 절에 you think가 삽입된 형태이다. 이는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한지’로 해석할 수 있다. 

9행 All entries must have your name, age, school, and email 
written on the back. : <have+목적어+목적격 보어> 구문으로 목

적어인 your name, age, school, and email과 목적격 보어의 관계

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written이 쓰였다.

2 ④ 

해석  

VIP 스튜디오 투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장면의 

이면으로, 그리고 심지어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20    PART I   수능 유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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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가장 유명한 세트, 무대, 의상, 공예품, 음향 

그리고 특수 효과 사이에서 실제 촬영과 제작으로 둘러싸인 

두 시간 동안의 카트 투어로 할리우드의 내부를 탐험하세요. 

투어는 Dream Factory 스튜디오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  투어는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0분마다 출발합니다.

•  봄과 여름 동안에는 시간 연장

•  다섯 시간짜리 고급 투어 가능 

•  8세 이상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성인 고객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818-555-1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www.dreamfactory-studiotour.com을 방문해 주세요.

해설

Deluxe five-hour tours available을 통해 다섯 시간의 고급 투

어가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④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Dream Factory 스튜디오 박물관이 마지막 방문 장소이다.

② 20분마다 출발한다.

③ 봄, 여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⑤ 성인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Explore inner Hollywood on a 2-hour cart tour [surrounded 
by actual filming and production among yesterday’s and today’s 
most famous sets, stages, costumes, crafts, sounds, and special 
effects]. : 과거분사 surrounded가 이끄는 분사구가 앞에 나온 a 
2-hour cart tour를 수식해 주고 있다. 

12행 Adult guests must present valid identification and 
personal belongings may be subject to search. : present는 

동사로 쓰여 ‘~을 제시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be subject to>는 

「~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이다. 

3 ⑤ 

해석  

단편 영화 대회

Tampa Bay Film Festival은 신설된 단편 영화 대회에 여러

분이 참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한 영

화들은 2016년 3월 Tampa Bay Film Festival 동안 상영될 

것입니다. 

•  다음 주제들 중 하나에 대해 최대 5분 길이의 창작 비디오

를 제작하세요.  

▪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  

▪ 사회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출품 부문 1등 2등 3등

중학생( 6~8학년) 750달러 500달러 250달러

고등학생( 9~12학년) 750달러 500달러 250달러

18세 이상 750달러 500달러 250달러

•  모든 단편 영화는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접수되어

야 합니다.

비디오 만들기에 관한 유익한 조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에 Tampa Bay 지역 문

화회관에서 특별 사전 제작 워크숍에 초대됩니다. 참석 여부

는 자유 선택입니다.

등록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tbff.org.에 방문하

세요.

해설

You are invited to a special pre-production workshop on 
Sunday, October 25 at 5 p.m. at the Tampa Bay Community 
Center. Participation is optional. 부분을 보면 10월 25일에 진행

되는 워크숍 참석 여부는 출품 희망자의 자유 선택이므로, ⑤는 안

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The Tampa Bay Film Festival invites you to participate 
in its new Short Film Contest. : <invite + 목적어 + to부정사>는 

「~에게 …하라고 요청하다〔권하다〕」라는 의미이다.

3행 Winning films will be shown during the Tampa Bay Film 
Festival in March 2016. : 주어가 Winning films이므로 동사로

는 수동형인 will be shown을 써야 한다. 

4 ④ 

해석  

13회 국제 정치 포스터 쇼 

▶ 날짜와 장소 

13회 국제 정치 포스터 쇼는 벨기에 Mons에서 2017년 10월

에 개최될 것이다. 

▶ 참가 조건 

1.   각 예술가는 각자의 포스터를 JPG나 TIFF 형태로 이메일

로 보내든지 사본을 주최 측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2.   포스터의 최대 판형은 B0 용지 크기(145.6cm×103.0cm)
보다 커서는 안된다. 

3.   각 예술가는 최대 다섯 장의 포스터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은 2017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게시와 이메일 형

태로 보내져야 한다. 그 시간 이후 제출은 경연에 참여되지 

않는다.

5.   포스터는 조심스럽게 포장해야 하며, 주최 측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포스터는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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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끼워져서는 안 된다. 

6.   주최 측이 포스터를 받는 순간 저작권은 주최 측에 속한다. 

7.   포스터의 선정은 그래픽 예술가, 비평가 그리고 사회 운동 

지도자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행해진다. 이 심사단

은 2017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해설

제출하는 포스터에는 크기 제한이 있으며, 최대 5장을 제출할 수 

있고, 포스터를 액자에 끼워서 제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포스터 

선정 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활동한다고 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ganizers as soon as they receive the poster.를 

통해 저작권은 도착 즉시 주최 측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

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구문노트

18행 The selection of the posters will be made by a selection 
committee [made up of graphic artists, critics and social 
movement leaders]. : 과거분사구인 made up of 이하 문장은 바로 

앞에 나온 a selection committee를 수식한다. 

5 ① 

해석  

장난감 및 도서 기부 운동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고 읽고 쓰는 능력과 책 읽기의 즐거움을 증진시키기!

The Tracy McGrady 재단은 Houston Area Women’s 
Center, Houston Recovery Campus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입양 아동들에게 나눠 줄 새 장난감과 아동용 도서를 모으기 

위해 장난감 및 도서 기부 운동을 조직하고 (그것에) 이바지하

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음 장소에 여러분의 선물을 갖다 

주세요.   

▪ Marlowe Designs       ▪ Studio 31 Hair Lab     
▪ Five Star Urgent Care

•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www.tracymcgradyfoundation.com에서 장난감과 도서 기

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을 갖다 주시거나 기타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tracymcgradyfoundation.com으로 이메

일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후의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해설

The Tracy McGrady Foundation is proud to organize and 
contribute to a toy and book drive to collect new toys and 
children’s books ~ 부분을 보면 새 장난감과 아동용 도서를 모은

다고 했으므로, ①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The Tracy McGrady Foundation is proud to organize and 
contribute to a toy and book drive to collect new toys and 
children’s books [which will be distributed to Houston Area 
Women’s Center, Houston Recovery Campus, and adopted 
children in need]. : to collect는 ‘모으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to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을 나타낸다. which는 주격 관계대명

사로, 선행사인 new toys and children’s books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을 이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5km 즐거운 달리기 또는 걷기

Madeley 고등학교가 여러분을 자선의 날에 초대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문은 오후 1시 30분에 열리고, 경주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저희와 함께 5km 코스를 달리거나 걷는 것에 참여하시도록 

Madeley 또는 인근 지역의 모든 주민분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행사 이전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 및 

후원 양식은 학교 웹사이트인 www.madeleyhigh.org.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까지는 등록이 되

어야 하고, 모든 후원금은 7월 17일까지는 학교로 전달되어

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Cancer Research와 Race for Life를 후원하는 

의미로 팔에 노란색 리본을 매고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수익금은 위의 자선단체에 전달될 것입니다.

해설

Registration and sponsor forms can also be downloaded from 
the school’s website at www.madeleyhigh.org. 부분을 보면 후

원 양식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③은 안내문

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오후 2시에 경주가 시작된다.

② 지역 주민들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④ 7월 9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⑤ 참가자들은 노란색 리본을 팔에 매도록 권장한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We ask [that registration is made no later than Thursday, 
July 9], and [that all sponsor money is forwarded to our 
school no later than July 17]. : that이 이끄는 두 개의 절은 모두 

ask의 목적절로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11행 All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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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ribbons tied to their arms in support of Cancer 
Research and Race for Life. : <with+목적어+과거분사> 구문

으로, 노란 리본은 ‘매이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tied가 쓰였다.

어휘   

●   charity [] n. the act of giving money, food, or other 
kinds of help to people who are poor, sick, etc.  자선 

●   extend [] v. to officially offer someone help, 
sympathy, thanks, etc.  베풀다, 주다

●   sponsor [] n. someone who agrees to give someone 
else money for a charity if they walk, run, etc. a particular 
distance  (자선 행사의) 후원자 

●   forward [] v. to send letters, goods, etc. to someone  
전달하다 

●   proceeds [] n. the money that is obtained from 
doing something or selling something  수익금

생들이 주문하는 반지에는 자신의 머리글자를 새긴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 9행 They have their initials engraved on these rings. / 
Another tradition is to have their photographs taken. : 사역동

사 have의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완료의 의미일 

경우 목적격 보어로 과거분사를 쓴다.

2 ② 2 ④ 

해석   

1909년에 태어난 Glenn V. Cunningham은 ‘철마’라는 별명을 갖

고 있었다. 그는 미국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운동선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Cunningham의 다리는 그가 8세 때 학교 건물의 화재로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거라

고 예측했다. 그는 무릎의 모든 살점과 왼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

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에게 해 준 여러 시간의 마사지와 더불어 

그의 위대한 투지는 그가 점차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고 달리기

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가 처음 다시 걷기를 시도했던 때

는 1919년의 이른 여름이었고 사고가 있은 후 약 2년이 흐른 뒤였

다. Cunningham은 1932년 올림픽 경기에서 1,500미터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다.  

해설

the hours of massages given to him by his parents를 통해 

Cunningham에게 여러 시간의 마사지를 해서 걷는 능력을 되찾게 

해 준 것은 의사가 아닌 그의 부모님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He was an American distance runner and was considered 
by many the greatest American athlete of his time. : 수동태 표

현으로 Many considered him the greatest American athlete of 
his time.의 능동태로 쓸 수 있으며 <consider A B>는 「A를 B라

고 여기다」의 의미이다.

8행 It was in the early summer of 1919 when he first tried to 
walk again, roughly two years after the accident. : <It was ~ 
when ...>은 in the early summer of 1919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It is ~ that ...> 구문에서 강조하는 어구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

인 경우에는 이처럼 that을 when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 ⑤ 

해석   

James Chadwick이 16살 때, 그는 맨체스터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수학을 공부할 작정이었으나 실수로 물리

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대신 물리학에 등록했다. 그는 처음

에는 그의 결정에 대해서 불안했지만, 첫 해가 지난 후에 그 과정

의 학업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E a r n e s t 
Rutherford의 수업에 등록했고, Rutherford는 Chadwick에게 훗

내용 일치·불일치09

1 ⑤    2 ④    3 ⑤    4 ③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pp.76~79

1 ⑤ 

해석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은 대단히 중요하며 매우 격식을 갖춘

다. 대략 17~18세 정도 나이의 최고 학년(졸업예정생)인 12학년

생들은 이 행사를 학수고대한다. 공식적인 졸업식 자체는 5월 말이

나 6월 초에 거행된다. 졸업식에는 보통 음악 연주, 시상, 그리고 

초청 연설이 포함된다. 연설 후에 학생들은 강당 앞으로 걸어 나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는다. 학생들은 졸업식이 거

행되기 훨씬 전부터 졸업식 준비를 한다. 그들은 특별히 반별로 디

자인한 반지를 주문한다. 그 반지에는 자신들의 머리글자를 새겨 

넣는다. 또 다른 전통은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 사진은 졸업 기념 

앨범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이것은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인쇄본이지만, 그 페이지의 대부분은 최고 학년들에 관한 것이다.

해설

졸업식을 준비하는 전통으로 최고 학년생들이 찍은 사진은 졸업 기

념 앨범에 쓰인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졸업식은 대단한 격식을 갖추고 ② 졸업식이 거행되는 시기는 

5월 말이나 6월 초이며 ③ 졸업장은 교장 선생님에게서 받고 ④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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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방사선 물질인 라듐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배당해 주었다. 

1932년에 그는 중성자를 발견했고, 그 해에 Royal Society의 

Hughes 메달을 받았으며, 그 이후 193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

았다. 나중에, 그는 독일의 과학자가 같은 시기에 중성자를 발견했

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Hans Falkenhagen는 그의 결과를 발표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Chadwick이 Falkenhagen의 발견에 대해

서 알았을 때, 그는 그에게 노벨상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Falkenhagen은 그 영광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해설

James Chadwick이 노벨상을 수상할 당시에는 독일 과학자의 

중성자 발견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He at first had misgivings about his decision, but after the 
first year, he found the course work more interesting. : 
<find+목적어+목적격 보어>의 구문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

사구인 more interesting이 나왔다. 

9행 Later, he found out that a German scientist had 
discovered the neutron at the same time. : 주절의 시제보다 그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완료인 had discovered가 사

용되었다. 

4 ③ 

해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A형, B형, C형

이 그것들이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대개 포유류와 조류를 

감염시키지만, 인플루엔자 B형과 C형 바이러스는 인간만 감염시

킨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중의 하나는 1918년에 전 세계적

으로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제 모든 

눈들이 또 다른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이자, 조류 독감으로 더 

널리 알려진 H5N1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대부분 야생 조류 집

단에서 나타나지만, 이 종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닭, 오리, 칠면조를 포함하는 가금

류에 옮겨지고 나면, 그것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종종 치명적이

다. 빽빽하게 수용되어 있는 대집단의 조류들에게서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변이되어 돼지와 같은 다른 종들에게 옮겨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이러한 2차 매개체들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포

유류들이 감염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해설

it generally doesn’t create sickness or death in these species로 

보아, 야생 조류에게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음을 알 수 있

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However, once it transfers over to domestic birds, ~. : 
once가 부사로 쓰이면 ‘한 번’, ‘일전에’ 등의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

서는 ‘일단 ~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였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② 

해석   

계몽운동이 소수 엘리트 사이에서 출발하여 그 영향력을 서서히 확

대시킨 운동이라면, 낭만주의는 그 기원과 영향력 양쪽 면에서 보

다 더 광범위했다. 중세 말 이후 어떠한 운동도 (그에) 필적할 만한 

다양성, 범위, 그리고 힘을 갖지 못해 왔다. 그것은 1770년대 독일

과 영국에서 시작된 후, 1820년대에는 유럽을 휩쓸었고 마침내 그

것의 가장 완강한 적이었던 프랑스마저도 정복했다. 낭만주의 운

동을 가장 먼저 자극시킨 것은 독일에서 일어난 18세기 중반의 민

간전승에 대한 관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그것은 거의 모든 

형태의 예술을 변형시켰다. 그것은 사람들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열망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정치와 깊게 연관되었다.

해설

No other movement has had comparable variety, reach, and 
power since the end of the Middle Ages.에서 낭만주의 운동이 

중세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운동임을 알 수 있으

므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소수 엘리트의 주도로 시작된 운동은 계몽운동이었으며 ③ 독일

과 영국에서 시작된 후 마침내 가장 완고한 적이었던 프랑스도 정

복했다. ④ 민간전승의 관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⑤ 사람들의 

두려움, 희망, 열망을 반영하며 그 시대의 정치와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Beginning in Germany and England in the 1770s, it had 
swept through Europe by the 1820s, conquering at last even its 
most stubborn foe, the French. : Beginning은 시간의 분사구문으

로 문맥상 After it had begun의 의미로 해석하고, conquering은 

연속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and conquered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   comparable [p] a. similar to something else in 
size, number, quality, etc., so that you can make a comparison  
필적하는, 비교되는 

●   sweep [swip] v. if an idea, feeling, or activity sweeps a 
group of people or a place, it quickly becomes very popular 
or common  휩쓸다

●   conquer [] v. to defeat an enemy  정복하다 

●   stubborn [] a. determined not to change your mind, 
even when people think you are being unreasonable  완강한 

●   foe [fou] n. an enemy  적, 적군 

●   stir [] v. to make someone start doing something  자극하다, 

분발시키다  

●   trace back to   to find the origins of when something began 
or where it came from  원인을 ~에서 찾다

●   folklore [] n. the traditional stories, customs, etc., of a 
particular area or country  민간전승, 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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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 v. to repeat an idea or opinion because you agree 
with it  반영하다 

●   aspiration [] n. a strong desire to have or achieve 
something  열망  v. aspire  

센트인데 비해 절반 이상의 부모가 이것이 자신들의 가구에서 사실

이라고 말한다. 절반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배우자가 집안 허드렛일

과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한다고 말한다. 훈육을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고 활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엄마와 아빠 사이의 노동 분

담이 보다 더 균등하다.

해설

도표를 통해 집안 허드렛일과 책임(household chore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해서는 엄마가 41퍼센트를 맡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ore than a half of parents는 41% of 
parents가 되어야 하므로 ③이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The mother does more than the father when it comes to 
certain tasks [(which are) related to their children] ~ : 동사 

does는 does tasks의 의미이며, related 앞에서는 <주격 관계대명

사+be동사>인 which are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로 certain tasks
를 수식한다.

11행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s 
more even when it comes to disciplining and playing or doing 
activities with children. : even은 형용사로 ‘균등한’의 의미이며, 

disciplining and playing or doing은 전치사 to에 병렬구조로 연

결된 동명사구이다.

3 ④ 

해석   

정돈은 사업의 제1의 법칙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보통의 사업가들의 책상은 몇 주 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서류

들로 뒤죽박죽이다. 사실, 뉴올리언스 신문사의 한 발행인이 한번

은 내게 그의 비서가 그의 책상 가운데 하나를 치우다가 2년 동안 

분실했던 타자기를 찾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답장을 보내지 않은 

우편물 그리고 보고서와 메모가 흩어져 있는 책상은 그저 보기만 

해도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한 대기

업 회장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류가 가득 쌓인 책상을 갖고 있

는 사람이 만약 그가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책상에서 치운다면, 자신의 일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진행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훌륭한 집안 정돈이

라고 부르며, 그것이 효율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라고 말

한다.

해설

신경이 쓰일 만한 우편물, 보고서, 메모 등이 흩어져 있는 책상을 

정리하기만 해도 자신의 일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

라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④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유발하기’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알맞은 순서로 만들기

② 폐지를 재활용하기

③ 당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⑤ 당신의 책임을 동료에게 떠넘기기

1 ④     2 ③     3 ④     4 ②     5 ④     6 ⑤     7 ⑤     8 ② 

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④ 14 ③

05~09 pp.80~89

1 ④ 

해석   

감속 요철의 사용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차

량 속도를 강제로 줄여야 하는 곳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다. 비록 

그것들이 차량 속도를 느리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지라도 그

것들의 사용은 때로 논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빠른 속도에서 

접하게 되면 그것들이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형편없

이 설계된 감속 요철은 높이가 너무 높거나 각도가 너무 날카로워

서, 차량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일 경우에도 그것들을 격렬하

게 흔들리도록 할 수 있다. 감속 요철은 또한 그것들이 쉽게 발견

되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

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설

④의 they는 move at very slow speeds의 주어이므로 vehicles를 

지칭하며, 나머지 they는 모두 문맥상 speed bumps를 가리킨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 as they can cause vehicle damage if taken at too great a 
speed. : 접속사 as는 문맥상 ‘~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

사절을 이끈다. if taken은 if they are taken에서 <주어+be동사>

를 생략한 것이다. 이때 주어 they는 speed bumps를 가리킨다. 부

사 too 뒤에는 <형용사+a(n)+명사>의 어순이 되며, too 외에 so가 

올 때도 같은 어순으로 쓴다.

2 ③ 

해석   

위 그래프는 미국 가정에서 각 부모가 하는 일들의 비율을 보여 준

다. 자녀들과 관련된 특정 일에 관련해서 엄마는 아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대략 10명 중 6명은 엄마가 아이들의 스케줄과 활동

을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반면 단지 5퍼센트가 아

버지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아픈 아이를 돌

보는 것에 관련해서는 55퍼센트의 부모가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

은 일을 한다고 말하며, 단지 4퍼센트만이 아버지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한다. 엄마는 또한 더 많은 집안 허드렛일과 책임을 떠맡

는 경향이 있는데, 아버지가 더 많이 한다고 말한 사람이 단지 8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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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구문노트

4행 ~ his secretary cleared up one of his desks and found a 
typewriter that had been missing for two years! : 타자기가 분

실되었던 기간은 과거 이전부터 기준 시제인 과거(found)까지에 

해당되므로 과거완료진행 시제를 써서 표현했다.

7행 A person with his desk [(which is) piled high with papers 
on various matters] will find his work much easier and more 
accurate [if he clears that desk of all but the immediate 
problems on hand]. : 주절의 주어는 A person이고 동사는 will 
find이다. piled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인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으며, if절의 but은 except(~을 제외하고)의 의미로 쓰

였다. 

4 ② 

해석   

몇 년 전 텍사스의 한 육아 세미나에서, 한 젊은 엄마가 광고의 힘

에 대한 예를 공유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동안 남편은 우리

가 그 전날 밤에 본 영화가 그의 고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

게 말했습니다. 제 세 살짜리 딸은 즉시 자신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

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The Lion King’을 좋아하는 이유를 계속

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며 그게 바

로 자신이 Lion King 해피 밀과 함께 나오는 퍼즐을 받을 수 있도

록 우리가 McDonald에 꼭 가야 하는 이유라고 단호하게 확신했

습니다.” “이 대화에서 놀라웠던 점은 그 영화가 아직 개봉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개봉은 여전히 1주일이나 남았지만 그 

광고는 내 딸에게 그것이 자신의 고전이었다고 이미 확신을 시켰던 

거죠.”라고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해설

아이가 아직 개봉되지도 않은 영화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

고 하고 그것이 광고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엄마의 일화

를 통해 그 엄마가 ② ‘광고의 힘’에 대한 예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지식의 역할

③ 공손한 것의 중요성

④ 아동기 비만의 유행

⑤ 패스트푸드 소비의 영향 

1등급 구문노트

2행 During dinner one night my husband told me [that he 
thought the movie {we had just seen the night before} might 
be his all-time favorite]. : that 이하는 동사 told의 목적어절이

고, we had ~ 부분은 앞에 관계사 that 혹은 which가 생략되어서 

앞의 the movie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4행 ~ it was her favorite and that’s why we absolutely had to 
go to McDonald’s so (that) she could get the puzzles that 
came with the Lion King Happy Meal. : that은 앞의 it was her 

favorite이라는 내용을 가리키며, so 다음에는 that이 생략되어 ‘~

하도록’의 의미를 나타낸다.

5 ④ 

해석   

Willa Cather는 미국의 주요 작가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의 얼굴을 모른다. 비평가들은 그녀를 Faulkner, 
Hemingway, Fitzgerald와 같은 우리의 위대한 현대 소설가 가운

데 한 명으로 평가하며, 그녀는 분명히 그녀의 시대에는 존경을 받

았을 것이다. Miss Cather는 My Antonia와 11권의 다른 책을 집

필했다. 혹자는 My Antonia를 ‘독자로 하여금 우리 조국을 더 사

랑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칭찬했다. 그녀의 책들은 아직도 독자들

에게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들과 

장소를 높이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어느 누구도 

(그녀보다) 더 큰 열정과 명확함으로 미국의 서부를 묘사한 적이 

없다. Willa Cather는 서부의 개척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목소리

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은 그 역사를 부주의한 탐욕으로 인

해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비극적으로 여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ather는 미국의 희망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해설

본문의 내용에 Willa Cather가 ‘미국 서부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

변하는 목소리가 되었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들과 함께 정착한 것

은 아니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Indeed, no one has described the American West with 
more passion and clarity (than Willa Cather). : 최상급의 의미

를 나타내는 부정 비교급 구문(~보다 더 …한 것은 없다)으로 문장

의 끝에는 than Willa Cather가 생략되어 있다.

6 ⑤ 

해석   

바나나 박쥐는 77mm 길이에 무게가 4g인 아주 작은 박쥐이다. 등 

쪽의 빽빽한 털은 다양한 갈색의 색조를 나타내는 반면, 아래쪽의 

털은 보다 밝은 색조를 지니고 있다. 유사한 외적 생김새를 가진 

다른 종의 다양한 박쥐들이 있지만 바나나 박쥐는 그것을 다른 것

들과 구별시키는 독특한 치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바나나 박쥐는 

과즙과 꽃가루를 먹고 살며, 꽃에서 과즙을 먹고 있는 동안 그것들

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하는 어떤 곤충이든 흡수할 수 있다. 암컷은 

초여름 동안 새끼를 낳으며 쌍둥이가 가장 빈번하게 태어난다. 어

린 바나나 박쥐들은 그것들의 어미에 의해서만 보살핌을 받는다. 

그 종은 바나나 숲에서 먹이를 먹는 것이 처음으로 묘사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해설

마지막 문장 The species ~ hence its name.을 통해 바나나 숲에

서 먹이를 먹는 모습에서 그것의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

므로 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26    PART I   수능 유형편

한끝영어(유형편)-정답Part1(01~57).indd   26 16. 12. 7.   오전 2:04



1등급 비법노트

① 등 쪽에는 다양한 갈색을 띤다. 

② 다른 박쥐들과 구별되는 큰 특징은 독특한 치아이다. 

③ 과즙에 섞인 곤충도 흡수할 수 있다. 

④ 쌍둥이가 가장 빈번하게 태어난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 banana bat is a tiny bat [which is 77mm long and 
weighs 4 grams]. : 주격 관계대명사 which 이하의 절은 선행사 a 
tiny bat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였다. long은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 다음에 와서 ‘길이가 ~인’의 의미를 갖는다. 

8행 The species was first described feeding in a banana grove; 
hence its name. : hence는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부사로, 동

사를 생략하여 ‘이 사실에서 ~이 유래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7 ⑤ 

해석   

새 한 마리가 Mary가 사는 집 근처에 와서 덤불 안에 둥지를 지었

다. 그녀는 그 새의 자그마한 파란색 알들을 보려고 가서는 그 둥지

를 몰래 들여다보곤 했다. 어느 날 그녀의 엄마가 “Mary, 3주 동안

은 다시 새의 둥지에 가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

했다. Mary는 착한 소녀여서 그녀가 들은 대로 했다. 그녀는 그 모

든 시간 동안 둥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3주 후, 그녀의 어머니가 

“Mary, 이제 가서 새의 둥지를 봐도 돼.”라고 말했다. Mary는 둥지

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둥지 주변 사방에 깨진 껍질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집으로 달려가, “오, 엄마, 

제 작은 파란색 알들이 모두 엉망이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니

란다, 아가야. 그 아기 새들은 부화되어 날아갔단다. 결국 작은 아

기 새들은 삶의 선물을 더 완전히 즐기기 시작하기 위해 자신들의 

둥지를 떠나야 한단다.”라고 엄마가 말했다. “언젠가 너도 자라 네 

어린 시절의 집을 떠나 날아갈 거야,”라고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해설

⑤는 Mary의 어머니를, ①, ②, ③, ④는 모두 Mary를 지칭한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A bird came and built its nest in a bush, near the house 
where Mary lived. : where 이하 구문은 앞의 명사 the house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다.

4행 Mary was a good girl and did as she was told. : as는 접속

사로 ‘~하는 대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10행 After all, little baby birds have to leave their nest so 
(that) they can begin to enjoy the gift of life more fully. : so 다
음에는 that이 생략되어 있으며, 뒤에 절이 이어져 ‘~하기 위하여’

의 의미로 목적을 나타낸다. 

8 ② 

해석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때

문에 대인 접촉이 더 적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 자동 지급기

는 은행 직원에게 말을 거는 일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뿐만 아니

라 돈을 입금시키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게다가, 돈을 받으

면 자동적으로 거스름돈을 내 주는 자동판매기에서 간식과 음료를 

살 수 있다. 더욱이, 자동화된 주유소에서는 안내원의 도움 없이 자

동차의 연료 탱크를 채울 수 있다. 공공 주차장에서는 주차권을 발

급해 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계에서 나오는 자동화된 

목소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심지어는 직접 수업을 

받으러 가는 대신 인터넷 수강 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의 학점을 딸 

수도 있다.

해설

첫 번째 문장의 they go about their personal business와 같이 자

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다른 사람들(은행원, 

스낵바의 직원, 주유소 도우미, 주차 요금 징수원, 대학 교수 등)과

의 접촉이 이전보다 줄게 될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② ‘대

인 접촉이 더 적어지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보다 인내심이 있는 경향이 있다 

③ 많은 불편을 겪는다 

④ 이웃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⑤ 혼란스러운 절차에 대해 불평한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You can even earn college credits by taking Internet 
courses ~. : 전치사 by는 뒤에 동명사를 두어 ‘~함으로써’의 의미

로 수단·방법을 나타낸다.

9 ③ 

해석  

Memorial Angels 여름 맞이 축제 

Memorial Angels는 첫 번째 연례 여름 맞이 축제를 주관하

고 있습니다. 노점상, 모든 연령을 위한 게임, 먹을거리, 라이

브 공연, 상,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

희 센터의 많은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 변

화된 것들을 보러 오셨으면 합니다. 5월 31일 일요일, 오후 4
시부터 오후 6시까지 (Funtopia 옆) Memorial United 
Center에서 열릴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즐겁게 노세요. 연령

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금된 모든 돈은 새 운동장 기구 (구입) 비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  연락처: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270-769-7778번으

로 Keshia에게 연락 주시거나 keshia@memorial-umc.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위치: Memorial United Center, 631 North Miles Street, 
Elizabethtown, KY 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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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veryone is welcome regardless of age!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이 안내문의 내용

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Memorial Angels is hosting our 1st annual Summer Kick-
Off Festival.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축제임을 알 수 있다. 

② It will be at Memorial United Center (next to Funtopia) on 
Sunday, May 31st from 4:00 p.m. to 6:00 p.m.에서 5월 31일 

일요일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ny and all money raised will go towards new playground 
equipment.에서 모아진 모든 돈은 새 놀이터 기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Keshia at 
270-769-7778 or keshia@memorial-umc.org.에서 문의 사항

은 전화와 메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re will be vendors, games for all ages, food, live 
entertainment, prizes and much more. : 유도부사 There가 이

끄는 문장은 <There＋동사＋주어>의 어순으로 쓴다. 이 문장에서

는 주어에 해당하는 vendors ~ much more의 명사(구)가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8행 Any and all money raised wil l go towards new 
playground equipment. : raised는 과거분사로 Any and all 
money를 수식한다.  

10 ④ 

해석   

특가품은 손해를 보며 팔지만 나중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고객

의 관심을 창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이다. 특가품의 고전적인 사

례는 동네의 상점에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판매대이다. 그곳의 

아이스크림 콘은 판매대, 공급품, 그리고 노동력의 비용보다도 저

렴하게 팔린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상점 입구 근처에 배치된 아이

스크림 판매대는 손님들을 상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돕는다. 

일단 안에 들어오면, 손님들은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게 될 것이므

로 그 상점은 전체적으로 이득을 낼 것이다. 특가품 원리는 여러 

다른 사례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텔레비전 방송망은 엄청난 

손실을 무릅쓰고 어떤 특별 이벤트를 방송할 독점적 권리를 얻어낸

다. 그들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고정하여) 그들의 돈벌이가 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해 주기를 기대한다.

해설

loss leader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점 입구에 설치한 아이스크

림 판매대를 예로 든 후, 방송사의 독점 중계권으로 추가 설명하는 

흐름이다. 처음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중에는 전체적인 이익

을 내도록 하는 것이 loss leader이므로 방송사가 독점 중계권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④ ‘다른 돈벌이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유도’일 것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그들의 고급 영상에 감명 받을 것이라고

② 그 행사를 시청하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③ 그들이 일을 잘 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⑤ TV 시청이 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1등급 구문노트

2행 / 4행 A classic example of a loss leader is the ice-cream 
counter (which is) run by a local store. / But the ice-cream 
counter, (which is) strategically placed near the store 
entrance, helps draw customers into the store. : 각각의 the ice-
cream counter는 뒤에 나온 과거분사구의 수식을 받는다. 분사구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④ 

해석   

한 종탑이 1174년에 이탈리아의 Pisa라는 도시에서 Cathedral 광
장에 있는 교회 근처에 지어졌다. 그것은 그 도시의 성당 단지에서

의 마지막 건축물이었고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8층 높

이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층이 완성된 후, 그것은 불안정한 토

양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다. 일꾼들이 건물을 계속 지으면서 새

로운 층의 낮은 쪽을 약간 더 높게 만들어 그 기울어짐을 메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심해졌는데, 추가된 건축 자재가 그 

탑을 훨씬 더 많이 가라앉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후로 

그것은 매년 약간씩 기울어졌다. 오늘날 그 탑은 10도의 각도로 기

울어져 있다. 

해설

bell tower를 가리키는 다른 넷과 달리 ④의 it은 앞 문장에 나오는 

the lean을 가리킨다. 점점 심해지는 것은 탑의 기울기이지 탑 자

체가 아니므로 ④는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르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A bell tower was built in the town of Pisa, Italy, in 1174 
near a church in Cathedral Square. : in 1174는 과거의 한 시점

을 나타내므로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되었다.

8행 Since that time it has leaned a little bit more each year. : 
‘~ 이래로’의 의미인 Since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부터 현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시제로 표현되었다.

12 ⑤ 

해석   

20세기 중반 동안, 미국은 교육, 사회 복지, 사회 기반 시설에 성장

의 기반을 다진 거대한 공공 투자를 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인 

복원병 보호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1천6백만 명의 참전 용

사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으며, 주택을 구매하도록 

돕기 위해 950억 달러를 썼다. 하지만 중산층 건설에서 그러한 투

자의 이로움은 결코 흑인 사회를 포함시킬 정도로 완전히 확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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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한 예만 인용한다면, 1946년 10월 1일까지 Mississippi에 

있는 직업 안정소에 의해 6천5백 명의 이전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농가 외의 직업에 배치되었는데, 숙련과 반 숙련 직업들의 86퍼센

트가 백인들에 의해 채워졌고, 비숙련 직업들의 92퍼센트가 흑인들

에 의해 채워졌다.

해설

20세기 중반 미국의 공공 투자의 한계에 대해 말하며, 이전에 군인

이었던 6천5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에 배치되면서 숙련과 반숙련 

직업들의 다수는 백인들에 의해, 비숙련 직업들의 다수는 흑인들

에 의해 채워졌다는 내용을 예로 드는 것을 통해 빈칸에는 미국의 

투자가 ⑤ ‘절대 흑인 사회를 포함시킬 정도로 완전히 확장되지 않

은’이 알맞을 것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거의 미국에 제한되지 않은

② 노동자 계급의 가치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③ 경제적 성장에 바로 비례하는

④ 국가의 경제적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1등급 구문노트

7행 The G.I. Bill, perhaps the most famous example, devoted 
$95 billion to help 16 million veterans returning from World 
War II get a college education, get job training, and purchase 
a home]. : The G.I. Bill과 perhaps the most famous example은 

콤마(,)로 연결된 동격 관계이다. returning from World War II는 

veterans를 수식하는 어구이며, get, get, purchase는 모두 help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원형부정사들이다. 

9행 ~ 86 percent of the skilled and semiskilled jobs were 
filled by whites, 92 percent of the unskilled ones (were filled)
by blacks. : the unskilled ones와 by blacks 사이에 were filled
가 중복 회피를 위해 생략된 형태이다. 

13 ④ 

해석   

위 그래프는 엄마의 주당 근무 시간의 양에 따라 유아들이 하루에 

엄마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시간의 양을 보여 준다. 유아 자녀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엄마들은 하루에 평균 9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 비(非)상근직으로 짧은 시간, 즉 일주일에 1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하는 엄마들은 (그보다) 단지 조금 더 적은 시간, 즉 

8시간 30분을 유아 자녀와 함께 보낸다.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

하면서 상근직으로 고용된 엄마들은 유아와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보낸다. 그것은 그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엄마들보다 유아와 함께 

세 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할 수 있듯이, 

그래프는 엄마들이 유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해설

상근직으로 고용된 엄마들은 유아와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보내고, 

일하지 않는 엄마들은 9시간을 유아와 보내므로, ④의 세 배(three 
times)는 1/3배(a third times)로 바꿔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Mothers (who are) working short part-time hours, 1 to 15 
hours a week, spend only slightly less time with their infant 
children, ~. : 현재분사 working은 앞에 있는 Mothers를 꾸며 주

고 있으며, working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의 who are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ort part-time hours는 1 to 
15 hours a week와 동격 관계에 있다. 

7행 That means they spend three times as much time with 
their infant children as the mothers who are not working. : <배수

사`+as+`원급`+as>는 배수 표현으로 「~배 만큼 …한〔하게〕」라는 의

미이다. times는 ‘~배’를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이다. 원급의 자리에

는 형용사나 부사 혹은 <many〔much〕+명사(구)> 등이 올 수 있다.

14  ③ 

해석   

위 그래프는 2006년부터 오늘날까지 뉴스 기관 매출원의 변화를 보

여준다. 2006년에 광고는 모든 알려진 수입의 무려 82퍼센트를 차

지했다. 오늘날 광고는 여전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입 

총계의 69%만을 차지한다. 구독료, 케이블 요금, 개인의 자선을 위

한 기부를 포함하는 뉴스 소비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총계 중 더 

큰 몫이 되어 왔는데, 오늘날 뉴스와 관련된 독자들로부터의 수입은 

대략 2006년의 두 배이다. 2006년에 그것은 뉴스 취재와 관련이 있

는 모든 수입의 고작 16퍼센트였다. 오늘날, 이들 독자 중심의 매출

원은 모든 수입의 24퍼센트를 차지한다.

해설

뉴스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수입은 2006년에 16퍼센트, 오늘날 24
퍼센트이므로 더 커진 몫이 두 배라는 ③은 잘못된 것이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Revenues generated from news consumers, which 
include subscriptions, cable fees and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have become a larger slice of the pie ~ : which 이하 구

문은 주어 Revenues를 선행사로 취하는 관계사절이다.

6행 ~ today, news-related audience revenue is about twice as 
much as what it was in 2006. : <twice as much as ~>는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의 두 배’의 의미이다.

글의 배열 순서10

1 ③    2 ⑤    3 ⑤    4 ③

독해 속 수능 구문  ①

pp.94~97

UNIT 3  |   글의 논리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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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산을 내려올 때를 설명한 (B)가 알맞고, 끝으로 따뜻해진 

바람이 산기슭의 눈을 녹여 ‘치누크’라고 불린다는 (A)가 이어지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어질 글의 순서로 (C)–(B)–
(A)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1행 As the wind rises, it gets drier and drier. : gets는 ‘~이 되

다’라는 뜻의 불완전자동사이며, As는 ‘~하면서’라는 뜻의 접속사

이다. 여기서는 뒤에 <비교급+and+비교급> 구문이 나오므로 「~

하면서 점점 더 …해지다」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12행 When the wind reaches the top of the mountain, cold air 
keeps it from going any higher. : 동사 reach는 ‘~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며, <keep A from 
-ing>는 「A가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의 구문이다.

3 ⑤ 

해석   

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가? 한 가지 

명확한 대답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양식에만 지나

치게 열중해 이 중요한 시민 활동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C) 비투표로 이어지는 또 다른 방해의 원인은 어떤 후보자가 당선

되든지 어떤 법안이 통과되든지 사회는 똑같을 것이라는 몇몇 등록 

투표권자들의 인식이다. (B)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우려는 

정당하고, 역점을 두고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들의 권

리를 행사할 기회를 포기하면, 스스로가 통치하는 힘을 잃게 될 것

이라는 깨달아야 한다. 아주 단순하게, 투표는 힘을 나타낸다. (A) 
그 힘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그들을 대신해

서 행동할 지도자를 고르는 힘이다. 그것은 법을 통과시키는 힘이

다. 그것은 그들 자신과 사회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

립할 힘이다.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해설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언급된 글 다음에 그에 대한 다른 

이유가 제시되는 (C)가 이어져야 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

려는 정당하지만 투표를 포기하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B)가 나

와야 하며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힘에 대해 언급한 (A)가 

이어져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One obvious answer is that some people are too caught up 
in their personal lifestyles to pay attention to this essential 
civic activity. : <too ~ to …> 구문은 ‘너무나 ~해서 그 결과 …하

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3행 Another source of discouragement is the perception of 
some voters [that which candidates are elected or what 
propositions are passed, regardless of the outcome, society 
will be the same.] : that은 접속사로 앞에 나온 perception과 동

격인 절을 이끈다. 

1 ③

해석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안위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

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건

강에 좋은 식품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B) 그것은 음식을 

더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부제 혹은 더 맛있게 하거나 보

기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화학 약품을 넣지 않은, 신선한 천연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뜻한다. (C) 또한, 건강식품에 열광하는 일

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인데, 그들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콩이

나 쌀, 치즈, 계란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필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A)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 건강식품들을 먹고 있으며 지방과 육류를 더 적게 먹으려고 애

쓰고 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의 질문(Then,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health 
food?)에 대한 답변인 (B)가 제일 먼저 와야 한다. 그리고 문장 

(C)의 첨가를 나타내는 연결어 Also로 보아 (B) 뒤에는 (C)가 와

야 한다. 문장 (A)의 연결어 In conclusion으로 보아 마지막에 

(A)가 와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질 글의 순서

로 (B)–(C)–(A)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 which does not contain preservatives to make it last 
longer or (does not contain) chemicals to make it taste or 
look better. :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취

한다. 단,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의 의미이면, 목적

격 보어로 과거분사가 온다. chemicals 앞에는 does not contain
이 생략되었으며, 2개의 to make 이하는 각각 「~하기 위해」라는 

‘목적’의 의미로 쓰였다.

2 ⑤ 

해석   

눈을 먹는 바람은 록키산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바람이다. 그 특

별한 시기는 보통 산맥이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늦겨울이나 초

봄이다. (C) 어느 날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은 산

의 서쪽 면에서 불어 올라와서 비를 뿌린다. 그 바람은 올라오면서 

점점 더 건조해진다. 바람이 산의 정상에 도달하면, 차가운 공기가 

그것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B) 그때 그 바람은 산의 반

대편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바람이 내려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바람은 점점 더 따뜻해진다. 그 바람의 온도는 순식

간에 화씨 30도에서 40도로 올라갈 수 있다. (A) 그 따뜻한 바람이 

산기슭에 있는 눈을 녹인다. 잠시 후, 마치 마술에 의한 것처럼 동

물들은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으로 덮여 있었던 풀을 먹

을 수 있다. 이 바람은 눈을 먹는 바람, 즉 ‘치누크’라고 불린다.

해설

록키산맥에서 부는 ‘치누크’라는 바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서, 제시문 뒤에 바로 이어질 내용으로는 이 바람이 생성되기 시작

할 때 산을 타고 오르는 모습을 설명한 (C)가 적절하다. 그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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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③ 

해석   

인도는 매우 다양한 민족이 혼합된 아주 큰 나라이다. 이 광활한 

아(亞)대륙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의복을 입으며, 다른 관습과 종교를 신봉한다. (B) 많은 종교들 중 

두 개의 주요한 종교 집단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이다. 한 개인

이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인 일이다. 게다가, 힌두교의 신앙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 (C) 
카스트 제도 하에서 인간은 특정한 사회 계급으로 태어나고, 자신

과 같은 ‘계급’의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더 전통적인 인도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을 부정한다. (A) 이것은 

인도에서 어울리는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는 너무나 많은 규율과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해설

인도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 의복, 관습, 종교를 갖

고 살아간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와 제도에 

대해 설명한 (B)가 이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카스트 제도의 정

의와 다른 카스트 계층과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인도의 관습이 소개

된 (C)가 알맞고, 이어서 카스트 제도의 여러 가지 규율 때문에 인

도에서 결혼이 힘들다는 내용의 (A)가 전개되어야 하므로, 이어질 

글의 순서로 (B)–(C)–(A)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This means [that it is even more complicated to find a 
suitable marriage partner in India], because there are so many 
rules and restrictions (which are) governing one’s choice of a 
husband or wife. : it은 가주어이고 to find 이하가 진주어이다. 

governing 이하는 앞에 나온 rules and restrictions를 수식하며 

governing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① 

해석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도움을 주는 응답의 한 형태인 지지하는 

응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때때로 “난 

네가 일을 잘해 나가리라 믿어.”라는 식의 용기를 주는 표현을 수

반한다. (A) 또 다른 경우에는, 지지의 뜻이 “걱정하지 마. 우리 모

두는 널 사랑해.”라는 식의 위로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들은 또

한 유머와 농담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음으로써 어려

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할 수도 있다. (C)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이러한 종류의 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매우 상심한 사람에

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나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

에 대해 농담조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B) 그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반응을 기죽

이는 말로 간주하여 이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한 응답을 보이는 

방법으로 용기를 주는(reassuring)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A)는 

또 다른 방법으로 위로(comforting)의 뜻을 나타내는 응답을 설명

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글 뒤에 이어져야 하고, 이러한 격려, 위로의 

말이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C)가 그 다음에 이어진 

후, 그 역효과가 당사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설명한 (B)
가 마지막에 와야 한다. (B)의 this kind of response는 흐름상 (C)
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어질 글의 순서로 (A)–(C)–
(B)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0행 Telling a person [who is very upset] that everything is  
all right, or joking about what seems like a serious problem, 
can communicate the idea that the person’s problem is 
insignificant. : 두 동명사구 Telling ~, joking ~이 주어로서 접속

사 or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장 전체의 동사는 can 
communicate이다. Telling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모두 가

지는 4형식 문형을 취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a 
person이 간접목적어, that ~ all right가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휘   

●   involve [] v. if an activity or situation involves 
something, that thing is part of it or a result of it  수반하다 

●   reassuring [rri] a. making you feel less worried or 
frightened  용기를 주는, 기운을 돋우는

●   comfort [] v. to make someone feel less worried, 
unhappy, or upset, for example by saying kind things to them 
or touching them  위로하다

●   distract [] v. to take someone’s attention away from 
something by making them look at or listen to something 
else  (마음·주의 등을) 다른 데로 돌리다 

●   putdown [ptdun] n. something you say that is intended to 
make someone feel stupid or unimportant  사람을 기죽이는 말, 혹평

●   communicate [] v. to express your thoughts and 
feelings clearly, so that other people understand them  
(생각·느낌 등을) 전하다

●   insignificant [] a. too small or unimportant to 
consider or worry about  하찮은

문장 적소에 넣기11

1 ③    2 ③    3 ③    4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100~103

11 문장 적소에 넣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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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One of the reasons [that Americans consume so many 
soft drinks] is that they are available everywhere. : 문장의 주어

는 One of the reasons이므로 단수 동사인 is로 수를 일치시킨다. 

that 이하 구문은 바로 앞에 나온 reasons를 수식하는 관계부사절

이다. 

8행 Everywhere you tur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purchase sugar-sweetened beverages, usually in large 
quantities for a low price. : Everywhere가 접속사로 쓰여 「모든 

곳에, 어디서나」의 의미를 나타낸다.

3 ③ 

해석   

특히 어린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 환경으로 옮길 때 중국의 교사들

과 부모들 사이에는 많은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일부 의사소통은 

부모님들이 걸어서 어린 자녀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거나 자녀들을 

차로 태워다 줄 때 비공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보다 공식적인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대개 학교에 의해 

주도된다. 이것들에는 학년 초나 학년 말에 가장 흔히 열리는 학부

형들을 위한 모임, 그리고 교사들의 학생 가정 방문이 포함된다. 

또한 ‘알림장’ 또는 ‘연결장’으로 불리는 학교와 가정 사이에 오고 

가는 작은 공책들도 있다. 분명히 미국에서의 교류보다 훨씬 더 유

동적이고 지속적인 중국의 학교와 가정 사이의 교류는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한 중국 이웃 조직의 결과일 수 있다. 중국의 학교는 일반

적으로 서구의 학교보다 가정과 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설

주어진 문장의 These는 ③ 앞의 other more formal modes of 
communication을 나타내며, 주어진 문장은 학교와 가정 간에 공

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한 예를 나타내므로, ③에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1행 The exchange between school and home in China, 
apparently so much more fluid and continuous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may be the result of ~. : 문장의 주어는 The 
exchange이고 동사는 may be인 문장에, 삽입구 apparently ~ the 
United States가 들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삽입구의 

비교구문에 쓰인 that은 앞의 The exchange between school and 
home을 받는 대명사로 중심이 되는 명사가 단수(The exchange)
이므로 that으로 받았다. 

4 ④

해석   

한 번에 약 2,000개의 뇌우가 초당 총 100번의 비율로 번개 섬광

을 만들어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에서만 매년 번개로 인해 100명에서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고 

1 ③ 

해석   

자세는 때때로 집단 내에서 광범위한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다. 파티에서 학생의 급진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손님들이 격

론에 휩싸여 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손님들이 취한 자세에서 

한눈에 논쟁의 쌍방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찬성하

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릎을 꼰 채 앉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

분은 다리를 똑바로 펴고 팔짱을 낀 채 앉을 것이다. 몇몇의 중도

주의자들은 무릎을 꼬고, 팔짱을 끼는 식으로 양쪽 편의 자세를 약

간씩 취하려고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의자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

면, 그것은 그가 화자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편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지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시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명백하게 중요한 것이다.

해설

③ 바로 앞 문장에서 사람들이 취한 자세를 통해 논쟁의 쌍방을 알

아챌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주어진 문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취하는 자세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Most of the supporters, for example, may sit with their knees 
crossed, and (most of) the opposers (may sit) with their legs 
stretched out and their arms folded. : <with＋`목적어`＋`분사>는 

「~한 채, ~하면서」라는 의미이다. 이때, 목적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분사를, 수동이면 과거분사를 쓴다. 

cf.  She was standing there with her finger pointing to the window.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킨 채 거기에 서 있었다.)

2 ③  

해석   

우리의 환경은 우리 음식과 음료수 선택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미

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청량음료를 소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것들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주유소, 기숙

사, 학교, 일터 그리고 대부분의 캠퍼스 건물은 적어도 하나의 음

료수 자판기를 갖추고 있다. 여러분이 돌아보는 모든 곳에서 대개 

저가로 많은 양의 유가당 음료수를 구입할 기회가 있다. 건강식 분

야에서 근무하는 건강 교육자들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같

이 두어 건강 선택권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오직 건강 선택권만 제

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분은 그들의 제안들 중 하나가 많은 학교

에서 유가당 음료수를 대체하는 것으로 실행되는 것을 본다. 몇몇 

일터는 직원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가당 음료수 일부 또는 

전부를 칼로리가 낮거나 칼로리가 없는 선택들로 대체했다. 환경

이 건강한 선택들로 구성된 메뉴를 내놓는다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쉽거나 또는 적어도 가능할 것이 틀림없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건강 교육자들의 제안이고, 이런 제안이 실행되고 

있는 사례가 ③ 이후에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③에 들어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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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다. 이것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에 

의해 죽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 미국에서 벼락으로 인해 발생하

는 전체 재산 손실액은 연평균 수억 달러에 이르고, 번개는 또한 매

년 대략 10,000건의 산림 화재를 야기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번

개의 영향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도 

몇 가지 있다. 번개에 의해 야기된 화재가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어나면 땅을 개간시켜 새로운 어린 식물들이 

자라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한 화재는 또한 

토양에서의 자연 양분의 재순환을 가속화한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천둥 번개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내용이고 역접의 연결어구(But)가 있으므로 천둥 번개의 

폐해와 이점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 즉, ④를 전후로 하여 천둥 번

개의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이 나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Total property losses [(which are) resulting from 
lightning strikes in the United States] are ~. : resulting 
이하는 앞에 나온 Total property losses를 수식하며 resulting 앞
에는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문장의 주어

(Total property losses)가 복수이므로 동사로 are가 쓰였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나는 법정에서 논쟁하면서 공정함과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다. 그것이 국선 변호인으로서의 나의 일이다. 나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이 없는 피고인들을 돕는다. 

1963년 이전에는, 피고가 파산했다면, 그 사람은 피고 측 변호사

로부터 전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피고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록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을지라도 

변호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이 판결했을 때 바뀌었다. 그 중요한 결정 이후로 국선 변호사들이 

이 일을 해왔다. 그것은 이 나라가 사법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

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나

는 내가 그런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해설

주어진 문장의 That이 ‘돈이 없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가리키고, ③의 뒤에 이어지는 that important 
decision이 주어진 문장의 that절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

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That changed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you 
are charged with a crime,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even if you can’t pay for one. : when이 이끄는 문장의 시제가 

과거(ruled)이지만, 종속절 if you are ~ for one은 현재도 통용되

는 일반적인 관습이므로 현재 시제로 표현되었다.

어휘   

●   Supreme Court   the most important court of law in some 
countries or some states of the US  (국가 또는 주(州)의) 최고 법원, 

대법원; 연방 대법원

●   rule [] v. to make an official decision about something, 
especially a legal problem  결정〔판결〕하다

●   charge [] v. to state officially that someone may be 
guilty of a crime  (죄 따위를) ~탓으로 하다

●   public defender   a lawyer who is paid by the government to 
defend people in court, because they cannot pay for a lawyer 
themselves  국선 변호인 

●   defendant [] n. the person in a court of law who 
has been accused of doing something illegal  피고 

연결사 파악12

1 ②    2 ④    3 ①    4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⑤

pp.106~109

1 ② 

해석   

뉴저지 주의 사업가인 William Sanders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에 George Washington의 초상화를 걸어 두게 하는 캠페인을 시

작해 왔다. Sanders는 Washington의 사진이 나라의 젊은이들 사

이에 애국심을 고취시킬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뉴저지 주의 교육

단체 연합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그 단체에 따르면, 이

러한 방식으로 한 사람만을 존경하는 것은 Washington만큼 중대

한 공헌을 한 다른 모든 인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Washington을 존경하자는 의견을 탐

탁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George Washington이 대통령직에 있

는 동안 흑인들이 여전히 노예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노예제도가 여전히 받아들여졌던 동안에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한다.

해설

(A) 앞의 Sanders의 생각과 뒤의 뉴저지 주의 교육 단체 연합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역접의 의미를 갖는 However가 적절하다. 

(B) Sanders의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첨가의 

의미를 갖는 In addition(게다가)이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New Jersey businessman William Sanders has mounted a 
campaign to make every public school in America displa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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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George Washington. : <사역동사＋목적어＋동사원형>

으로 사역동사 make 뒤에 목적어(every public school in 
America)와 동사원형(display)이 왔다.

6행 ~ all the other individuals whose contributions were as 
significant as Washington’s (contributions). : 소유격 관계대명

사 whose 이하는 선행사 all the other individuals를 수식하며, 

<as＋원급＋as> 구문을 이용하여 whose contr ibut ions와 

Washington’s를 동등비교하고 있다. Washington’s 뒤에는 

contributions가 생략되어 있다.

2 ④ 

해석   

어떤 도시의 범죄 감소는 최근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토대로 만들

어졌다. 이 이론은 인근의 사회적 또는 물리적인 방치의 조짐은 반

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

이 더 들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깨진 창문이 있

는데 그것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쁜 사람들에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니 벽에 낙서를 하거나 다른 창문을 깨도 안전할 것

이라고 암시한다. 다음에는 이것이 더 단호한 비행자에게 강도질

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 번째 깨진 창문을 손보지 않

는다면, 결국은 전체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낙서

와 깨진 창문을 즉각 손봄으로써, 경찰은 많은 대도시에서 중범죄 

비율을 극적으로 줄였다.  

해설

(A)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나온 내용의 구체적인 예가 다음에 제시

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적절하다. 

(B)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인과의 

접속사인 Thus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This theory says that any sign of social or physical 
neglect in a neighborhood causes people [who are 
predisposed to antisocial conduct] to feel more inclined to 
commit various crimes. : <cause+목적어+to부정사> 구문은 

「(목적어)에게 ~하라고 시키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이 앞에 나온 people을 수식한다. 

4행 Thus, if there is one broken window and it isn’t fixed, this 
suggests to malefactors that no one cares and that therefore it 
is safe to write graffiti on the walls and break other windows. 
: 등위접속사 and로 연결되는 두 개의 that절은 모두 동사 suggest
의 목적어이다. 

3 ① 

해석   

젊은 시절에는, 우리에게 멋진 일이 일어나서 삶이 변화될 것이라

고 기대하며 눈을 뜬다. 이러한 일이 젊은 시절과 더불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새롭고 신선하다. 하루하루는 희

망의 새벽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희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기쁨에 대한 낭만

적인 희망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것, 무언가를 깊이 

느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본다는 희망

이다. 즉, 그것은 설령 슬프거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

임없이 발전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경

험하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해설

(A) 젊은 시절의 추상적인 기쁨에 대한 희망과 나이를 먹어 가면서 

갖게 되는 희망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각 시기에 대한 희망이 역접

으로 연결되므로 However가 적절하다.

(B) 나이를 먹어 가면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삶의 깊이를 느

끼고, 세상의 미와 위대함을 보는 희망을 접하게 된다고 언급한 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재진술의 연결사 

That is(즉, 말하자면)가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In our youth, we wake up expecting that something 
wonderful will happen to us and that our lives will be 
changed. : expecting 이하는 동시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구

문이다. 이때 등위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expecting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두 개의 that절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5행 It is a promise of gaining some insight, or feeling 
something deeply, or seeing some of the beauty and grandeur 
in the world. : gaining, feeling, seeing은 or에 의해 병렬구조로 

연결되며, 모두 a promise of에 걸린다. 

7행 That is, it is a promise that we will see, feel, and meet 
with something which, [even though it may be sad or 
agoniz ing ] , wi l l cont r ibute toward our cont inuing 
development. : a promise와 that절은 동격 관계에 있다. even 
though ~ agonizing은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삽입절이다. 또한 

something은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이면서, 동사 see, feel, 
meet with의 목적어이다.

4  ④ 

해석   

실험 방식에 대한 비판은 실험실 환경이 실제 세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실제 세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몇 가지 이유로 허

울만 그럴듯한 것이다. 누군가라도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지 명확

하게 하고자 한다면 인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 중 주요

한데, 왜냐하면 해석을 복잡하게 하는 무관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현상들을 단순한 필수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속 성분 포타슘(칼륨)이 기록된 대로 밝

게 연소하는지를 시험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도, 그것은 

소금 상태로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포타슘이 그 자

체로 밝게 연소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타슘이 결합된 

다른 성분들이 그것의 고온 발광을 모호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우선 

전기 분해로 포타슘을 인위적으로 정화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떤 가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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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변화가 그 실체를 모호하게 하는 경

우, 우선 실험실에서 관심 현상을 정화해야 한다. 

해설

(A) 실험 방식에 대한 비판이 허울만 그럴듯하다고 말하며 금속 

성분 칼륨이 그 자체로 밝게 연소하는 경우를 들어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절하다.

(B) 앞선 칼륨에 대한 예와 유사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설을 테

스트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In the same manner(마찬가지

로)가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반대로 - 결과적으로

② 반대로 - 마찬가지로

③ 게다가 - 반대로

⑤ 예를 들어 - 반면

1등급 구문노트

3행 Primary among them is that artificiality is necessary if 
ever one is to clear up what causes what, because the only 
way to get rid of extraneous factors that might complicate 
interpretation is to strip phenomena down to their bare 
essentials]. : Primary among them은 문장의 보어이며, that 이
하 문장이 전체 주어로 도치된 문장이다. that might complicate 
interpretation ~ their bare essentials 부분은 바로 앞의 

extraneous factor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9행 However, to test the hypothesis that potassium per se 
burns brightly, you must first artificially purify potassium 
salts by electrolysis, in case the other elements with which 
potassium is combined obscure its incandescence. : potassium 
per se burn brightly는 hypothesis를 수식하는 문장이고, per se
는 「그 자체로」라는 의미의 관용어구이다. the other elements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명사 which가 쓰였는데, with는 동사 

combined와 연결되는 전치사이다. in case는 접속사로 쓰여 「~한

다면」의 의미를 나타낸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⑤ 

해석   

미국 국립 수면 재단은 최근에 여러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수행

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연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1,000명의 미국인 참가자들에게 수행되었다. 그 연구의 주요 결론

들 중 하나는 공식적인 권장량에 따라 수면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매일 밤 평균 6~7시

간 동안 잠을 잔다고 밝힌 데 반해, 대부분의 건강 관련 기관들은 

최소한 8시간을 권장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간 체계의 주요 수

혜자는 면역체계이며,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자면 잘수록 강화된

다고 말한다. 반대로, 수면 시간을 거르면 우리는 졸리고, 뭔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

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우리의 능력 또한 손상

된다고 말한다.

해설

(A) 전후로 비슷한 취지를 담은 문장이 위치했으므로 재진술의 기

능을 가진 That is가 들어가야 한다. 연결사가 포함된 문장은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가 진술을 담고 있다. 

(B) 전후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문장이 위치했으므로 대조의 기능

을 가진 On the contrary(반대로)가 들어가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 we tend to be drowsy, (to) have difficulty doing 
something, and (to) forget to do something. : tend의 목적어로 

쓰인 세 개의 to부정사가 and로 연결된 형태이다. forget의 목적어

로 쓰인 to do는 ‘해야 하는 것을 잊다’의 의미로 to부정사 이하는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어휘   

●   via [vi] prep. using a particular person, machine, etc., to 
send something  ~을 통하여  

●   vast [] a. extremely large  광대한 

●   strengthen [] v. to make something stronger  강화하다  

●   drowsy [] a. tired and almost asleep  졸리는 

●   impair [] v. to damage something or make it not as 
good as it should be  손상시키다, 해치다 

무관한 문장 파악13

1 ③    2 ④    3 ④    4 ②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112~115

1 ③

해석   

인도의 주요 카펫 생산지 중의 한 곳은 Uttar Pradesh이다. 그곳의 

아이들은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는데, 밤에는 낮 동안에 자신들이 일

하는 바로 그 오두막의 바닥에서 잠을 잔다. 아이들은 6개월 안에 

카펫을 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

따금은 5년까지 ‘견습생’으로 대우받는다. (UN은 저개발국에 만연

한 아동 노동의 착취를 근절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먹을 것은 제공받지만 그들의 노동에 대한 급료를 받지는 못

한다. 그들이 급료를 받을 때조차도, 그들의 월급 중 30%는 그들을 

감독하는 직조장에게 돌아가며 20%는 기계 주인에게 돌아간다.

해설

인도의 카펫 생산지인 Uttar Pradesh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아동 노동력 착취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므로 UN이 저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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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거나 말하는 것처럼 움직임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

에, 이것이 낯선 생각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면이 움직임

상에 의해 눈에 띄지는 않아도, 그것은 여전히 일련의 행동들이다. 

수면을 특징짓는 것은 수면에 대한 집요한 충동으로 인해 우리는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를 찾아서 눕고, 몇 시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사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활

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의 일종인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을 행동보다는 의식이 변화된 상태

로 간주하는 경향이 더 있다.

해설

수면은 의식이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는 글이다. 그런데 ④는 현대 도시인들의 수면 부족이나 수

면 장애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What characterizes sleep] is that the insistent urge of 
sleepiness forces us to seek out a quiet, comfortable place, 
(to) lie down, and (to) remain there for several hours, 
unresponsive to what is going on around us. : What은 the 
thing which의 의미로 선행사를 포함하며, 주어부를 이끄는 관계

대명사이다. is 다음에 이어진 that은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뒤에 <force+목적어+to부정사> 구문이 이어지는데, to 
seek, (to) lie, (to) remain은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force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4 ② 

해석   

자동화된 기계를 한 단계 넘어선 것이 산업용 로봇인데, 그것의 심

장과 뇌는 초소형 컴퓨터이다. 대부분의 자동화된 기계와는 달리, 

산업용 로봇은 대개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 노동자들에 의해 완성되

는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로봇 공학을 전공

하는 많은 공학도들은 로봇 제조에 관심이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 노동자처럼, 산업용 로봇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여태까지 

로봇은 기계적인 부품을 조립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그것들은 기본적인 조립 작업에서부터 건설, 채광 그리고 심

지어 바다와 우주 공간의 탐험에 이르기까지 재빠르게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해설

자동화된 기계와는 다른 산업용 로봇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

므로 공학도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②는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However, they are swiftly branching from basic assembly 
operations to construction, mining, and even the exploration 
of oceans and outer space. : <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의 

에서의 아동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③은 전체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Children can learn how to weave carpets in six months, but 
they are treated as ‘learners’ for far longer, sometimes up to 
five years. : <how+to부정사>는 「어떻게 ~하는지」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구이며, <how+주어+should〔can〕+동사원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far는 ‘훨씬’의 의미로 비교급 바로 앞에 쓰

여 비교급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교급 강조부사로는 a lot, much, 
still, even 등이 있다.

2 ④ 

해석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업적인 육류 생산은 엄청나게 대량의 물을 사용한다. 소를 기르

는 것은 같은 칼로리 양의 쌀이나 콩에 비해 8배는 더 많은 양의 물

을 필요로 하는데, 더욱이 두 개의 농작물은 밀이나 옥수수와 같이 

다른 인기 있는 곡물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

면, 평균적인 육류용 소는 도살장에 가기 전에 약 30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만큼의 물을 사용할 것이다. 더욱이, 모든 가축들은 몸

에서 메탄을 내보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가중시키는데, 메탄은 

가장 흔한 온실 가스 중의 하나이다. (고기로부터 얻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채소에서 얻는 에너지로 대체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 현재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해설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채소를 먹는 식습관에 비해서 환경에 더 많

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고기 섭취에서 얻을 

수 있는 같은 양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

야 한다는 ④는 글의 흐름과 무관한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It requires eight times as much water [to grow a cow] as 
to the same amount of calories in rice or soybeans; and those 
two crops require significantly more water than other popular 
grains such as wheat or corn. : 문장의 주어인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는 to grow a cow이다. <숫자+times as much ~ as …> 구

문은 「…보다 몇 배 더 많은 ~」의 의미이다. 접속사 and 다음에는 

more than의 비교 구문이 사용되었다. 

7행 Furthermore, farm animals add to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all livestock animals release from their bodies 
methane, which is one of the common greenhouse gases. : 
add to는 「~을 늘리다」의 의미이다.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나

온 methane을 선행사로 받는다.

3 ④ 

해석   

믿거나 말거나 수면은 사실 하나의 행동이다. 우리는 대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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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to 뒤에는 3개의 명사(구)가 병렬로 연

결되어 있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직장에서 간편한 복장을 입는 것은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됐으며, 

그것의 확실한 장점 때문에 거의 모든 다른 업계에서 금세 기준이 

되었다. 직원들을 일상적인 업무용 재킷과 넥타이 또는 맞춤복을 

입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상복 착용 방침의 한 가지 

장점은 업무용 의상 구입에 드는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간편한 복장 착용은 또한 조직 내에서 경영층 간의 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간편한 복장 착용은 모

든 사람이 아주 똑같이 옷을 입는 결과를 가져온 듯하다.) 작업 환

경이 보다 편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평상복은 바쁘게 돌아가는 근무 환경의 긴장감

을 덜어 주고 생산성과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해설

직장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일하게 되면, 의복 구입비의 감소, 경영

층 간의 관계 개선, 의사소통의 활성화, 긴장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복장 자율

화가 결국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장의 착용을 초래했다는 ③은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One benefit of a casual dress policy, which frees 
employees from having to wear the usual business jacket and 
tie or tailored dress, is that one’s business wardrobe may be 
more affordable. : 주어는 One benefit이고 전치사구(of ~ 
policy), 관계대명사절(which ~ dress) 뒤에 오는 is가 문장의 동

사이다. is 뒤의 접속사 that은 보어 역할의 절을 이끌고 있다. 관계

대명사절 내의 <free A from B>는 「B로부터 A를 해방하다〔자유롭

게 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     dress down   to wear clothes that are more informal than the 
ones you would usually wear  간편한 복장을 입다 (↔ dress up 정장을 

갖춰 입다) 

●      norm [] n. the usual or normal situation, way of doing 
something  기준, 표준

●     tailored [] a. made or done specially for someone’s 
particular need or situation  맞춤의 (= tailor-made)

●    wardrobe [] n. the clothes that someone has  의상 

●    affordable [fdbl] a. not expensive  (값이) 알맞은 v. afford
●     attire [] n. clothes, especially of a particular or formal 

type  복장, 차림새 

●     hectic [] a. very busy or full of activity  매우 바쁜 

●     morale [o] n. the level of confidence and positive 
feelings that people have, especially people who work 
together, who belong to the same team, etc.  사기, 근로 의욕

1 ③    2 ①    3 ④    4 ②    5 ③    6 ④    7 ③    8 ⑤ 

9 ③ 10 ④ 11 ③ 12 ③

10~13 pp.116~123

1 ③ 

해석   

현대 과학 기술은 확실히 우리의 생활을 간편하게 해 주었다. 오늘

날 많은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은 사람들이 예전에 몇 시간씩 걸려서 

하곤 했던 일들을 몇 초 만에 해 내고 있다. 컴퓨터 또한 우리가 순

식간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변모시켜 

왔다. 현대 과학 기술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대 과학 기술은 사람

들을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초래했다. 사람들이 

집에서 혹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고),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출퇴근하면서 일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과학 기술이 자신들의 삶에 스트레스를 더해 준

다고 말한다. 

해설

과학 기술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the conveniences의 긍정적인 면

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면

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③`에 들어가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 what used to take people hours to do. : 과거의 사실·상

태를 표현할 때는 「전에는 ~이었다, ~하는 것이 예사였다」의 의미

인 <used to＋`동사원형>을 쓴다. 한편, <be used to＋(동)명사>는 

「~하는 데 익숙하다」의 의미로 <used to+동사원형>과 혼동하지 않

도록 유의한다.   

cf.   All of us are used to drudgery.   
(우리 모두는 힘든 일에 익숙해져 있다.)   

She was used to spending money like water.   
(그녀는 돈을 물 쓰듯 쓰는 데 익숙해 있었다.)

2  ① 

해석   

본인의 직업에서 더 훌륭한 실행자가 되기 위하여, 당신은 일에 대

한 당신의 행동, 태도, 그리고 접근법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을 적절하게 이끌어 줄 멘토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셀프 코칭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셀프 코칭은 당신이 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서 당신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너

무 성급하다면, 본인의 행동의 결과들을 적어 보라. 그러고는 당신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줄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라. 당

신은 하룻밤 사이에 본인의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겠지만 그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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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한 번 이상 불끈 성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목

표를 성취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그 행동을 없애는 것을 돕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해설

(A) 직업에서 더 나은 실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모른다는 흐름이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B) 스스로 목록을 적어 보는 셀프 코칭을 언급한 후 그에 대한 구

체적인 예를 들고 있으므로 연결사 For example이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Self-coaching requires you to honestly make a list of 
[what exactly is going wrong in situations that you cannot 
handle very well]. : what 이하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간접의문문이며,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하의 절은 앞의 

situations를 수식하고 있다.

3 ④ 

해석   

‘I Love Lucy’는 1950년대에 방영된 최고의 TV 프로그램이었고, 

‘Lucy에 영감을 받은’ 수백 개의 장신구와 장난감들에 대한 엄청

난 수요가 있었다.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

람들은 공식 ‘I Love Lucy’ 앞치마와 Lucy 인형을 살 수 있었다. 

단 30일 만에 3만 2천 개의 하트 장식이 있는 흰색 앞치마와 8만 

5천 개의 인형이 팬들에게 팔렸다. 그 이듬해, Little Ricky 인형

이 장난감 가게에 입점했고 그것의 제조업자는 수천 개의 재주문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남자 아이들에게는 장난감 자동차를 주

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주는 것은 평등 교육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단 90일 만에 유례없이 1백만 개의 ‘I Love 
Lucy’ 침실용 가구를 판매한 가구 제조 업자 역시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 

해설

이 글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그와 관련된 상품들의 

판매가 촉진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평등 교육과 성별에 따른 

장난감을 연관시킨 ④는 전체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Neither could a furniture manufacturer who sold an 
unprecedented 1 million “I Love Lucy” bedroom suites in just 
90 days. : <Neither＋조동사＋주어>는 「~ 역시 …아니다」라는 의

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③번 문장의 its manufacturer ~ reorders
의 내용에 덧붙여져 ‘가구 제조업자 또한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라

는 의미가 된다.

4 ②

해석   

로드러너는 힘, 지구력 그리고 용감함의 상징으로 아메리카 원주

민들에 의해 귀하게 여겨진다. (B) 이 강하고 용감한 새에 관한 한 

가지 흔한 신화적 통념은 로드러너가 잠을 자고 있는 방울뱀의 주

변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방울뱀이 그곳

을 빠져나가다가 스스로를 찌르게 되어 로드러너가 먹잇감을 쉽게 

얻게 된다는 것이다. (A) 로드러너가 방울뱀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울타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로드러너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2피트 

미만인 뱀들만 공격한다. 방울뱀의 경우에는, 종종 두 마리의 로드

러너가 팀을 이루어 공격을 한다. 한 마리는 뱀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게 하고, 다른 한 마리가 공격을 한다. (C) 공격하는 로드러너

는 뱀을 잡아채서, 공중으로 던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머리 근

처 부분을 다시 움켜쥔다. 그런 다음 로드러너는 뱀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땅이나 바위에 친다.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로드러너가 어떤 새로 여겨지는지를 서술하고 있

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 새가 방울뱀을 잡는 것에 관한 근거가 

희박한 신화적 통념이 언급된 (B)가 와야 하고, 그 속설에 대한 사

실이 언급된 (A)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에는 (A)의 뒷부분에 나

온 팀을 이루어 방울뱀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된 (C)가 와서 

(B)–(A)–(C)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Roadrunners are revered by the Native Americans as a 
symbol of strength, endurance and bravery. : <revere A as B> 

「A를 B로서 숭배하다」 구문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이다.

cf.   The Native Americans revere roadrunners as a symbol of 
strength, endurance and bravery.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로드러너를 힘, 지구력 그리고 용감함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긴다.)

5 ③ 

해석   

Pareto는 자신의 연구 과정 속에 잉글랜드 전역에 부와 수입의 흐

름을 연구하라고 위임을 받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다. 자신의 

연구를 마치자마자, 그는 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

작했다. 그의 연구는 전체 국가 부의 80퍼센트가 고작 인구의 20
퍼센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커다란 

불균형처럼 보였으며,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일회성의 것이 아니었

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그 연구를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오로

지 이전 기간의 데이터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확

인하기 위하여, 그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시행

했고, 그러고는 그 정보를 비교했다. 그 결과들은 일정했다. 그가 

어느 나라를 살펴보든 혹은 어떤 기간을 이용하든, 그 패턴은 항상 

동일했다. 한 국가의 부의 80퍼센트는 인구의 20퍼센트에 의해 점

유되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부의 분배의 불균형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반복했다는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③ 이후의 내용이 이어져야 흐름이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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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므로 ③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Pareto was an Italian economist [who, in the course of his 
work, undertook a commission to study wealth and income 
streams throughout England]. : who 이하 구문은 앞의 an 
Italian economist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사절이며, who와 

undertook 사이의 in the course of his work는 관계사와 관계사

절의 동사 사이에 삽입된 부사구이다.

6행 On completing his work, he began to notice a pattern 
emerging : <on+동명사>는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0행 No matter what country he looked at or what time 
frame he used, the pattern was always the same ~. : what 
country he looked at과 what time frame he used이 no matter에 

병렬구조로 연결된 구문이다.  

6 ④ 

해석   

침략한 외계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외계인을 들여오는 것은 공상과

학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그 계획이야

말로 미국 남부 지역을 점령한 브라질산 불개미와 싸우기 위한 최

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붉은 수입 불개미(RIFA)는 남미를 출

발한 화물선에 승선한 무임 승객으로서 60년 전에 최초로 미국 해

안가에 상륙했다. 그 이후로 그것들은 남부 전역에 퍼졌으며, 그것

들이 지나는 길에 있는 토종 불개미들보다 번성했다. 아마도 붉은 

수입 불개미는 토종 불개미나 다른 토종 개미와 비교해서 조밀도가 

매우 높을 것인데, 이는 붉은 수입 불개미가 그것의 천적들을 대부

분 피해 왔기 때문이다. (대개 개미들은 비를 막아 주는 더 강한 둔

덕을 만들기 위해서 흙과 모래가 섞인 작은 막대를 사용한다.) 따

라서 이 침략한 붉은 불개미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안은 브라질에

서 다른 곤충, 즉 그 개미들 안에 알을 낳음으로써 그것들을 죽이

는 기생 파리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설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브라질산 불개미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의 천적을 들여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런데 ④는 개미

가 비를 막아주는 둔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 red imported fire ant (RIFA) first arrived on U.S. 
shores 60 years ago as stowaways aboard cargo ships from 
South America. :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 ago는 동사

의 과거형과 함께 쓰인다.

10행 So one solution to those invading red fire ants is 
importing other insects from Brazil  ― parasitic flies [who kill 
the ants by laying eggs in them]. : importing 이하의 동명사구

는 ‘~을 들여오는 것’의 의미로 주격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 who
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앞의 parasitic flies를 수식한다.

7  ③ 

해석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상품을 선택한다. 구입할 수 있는 여러 다

양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돌아다니며 쇼핑을 한다. 즉, 그

들은 ‘비교 쇼핑’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가게나 

혹은 여러 제조업체에서 나온 똑같은 상품을 본다. 그러고 나서 그

들은 그들에게 맞는 최고의 상품, 즉 가장 좋은 가격의 제품이나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기로 한다. 오늘날의 시장은 

대단히 크다. 쇼핑객, 즉 소비자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제조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미인들은 한국의 자동차나 

휴대 전화를 구입한다. 한국인들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남미의 

대규모 농장에서 온 농산품을 구입한다.

해설

(A) 뒤에는 ‘비교 쇼핑’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므

로, In other words(다시 말하면)가 적절하다. 

(B) 전 세계가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 뒤에 구체적인 사

례가 이어지므로, 예시의 연결어 for example이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사실상 - 게다가  

② 이런 이유로 - 반대로  

④ 대조적으로 - 결과적으로  

⑤ 같은 방법으로 - 반면에 

1등급 구문노트

8행 The Koreans buy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great 
farms of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merica. : 
<the＋국민의 복수형>은 국민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복수 취

급한다.

8  ⑤ 

해석   

세계은행은 과테말라에 퍼진 영양실조의 정도가 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44%라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라틴 아메리

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언급한다. 

(C) 게다가 그것은 대다수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80%)이 가난

하다고 말하면서 빈곤과 영양실조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고한

다. (B)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토착

민들이고 나라의 가난한 시골 지역에 살고 있다. 최근에 세계은행

은 또한 빈곤 감소의 걸림돌로 불평등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다. 

(A) 세계은행은 여전히 한 나라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제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경제적 성장이 빈곤 감소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설

세계은행이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언급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further(게다

가)로 이어지며 빈곤과 영양실조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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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 다음으로 세계은행이 빈곤 감소의 

걸림돌로 불평등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B)가 오고, 마지막

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가난을 줄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A)가 오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 World Bank notes that the extent of malnutrition in 
Guatemala is worse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with an overall high rate of 
44% of all children under age 5. : <비교급＋than (in) any other 
+단수명사>는 「어떤 …보다 더 ~하다」는 뜻으로 비교급 형태지만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낸다.

9행 In recent years, the World Bank has also begun to 
recognize the problem of inequality as a stumbling block to 
poverty reduction. : <recognize A as B>는 「A를 B로서 깨닫다

〔인식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9 ③ 

해석   

대공황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잃었다. 그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필사적으로 의지했다.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1935년에 도입된 WPA는 실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집행했다. 이러한 사업 계획에는 

역사적·예술적 노력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WPA에 고용된 작

가들은 주의 안내책자와 같은 실용적인 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수집하는 일도 맡았다. 화가들은 학교, 도서관, 

그리고 정부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벽화를 그려 냈다.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WPA 예술가들은 전쟁을 위한 노력

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입대하게 되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이 Roosevelt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WPA가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집행했다는 문장 뒤인 ③에 들어가야, 뒤에 

예로 들고 있는 여러 역사적, 예술적 노력에 관한 사례가 자연스럽

게 이어질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의 These projects는 바로 앞에 나

온 public work projects를 받는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When the United States entered World War II, WPA artists 
were enlisted to produce posters supporting the war effort. : 
enter는 ‘~에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뒤에 전치사 into를 

쓰지 않음에 유의한다. 또한, to produce는 ‘목적(~하기 위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사용되었고, supporting 이
하는 앞의 posters를 수식한다.

10 ④ 

해석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둥근 구멍에 있는 네모난 

나무못’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

람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정

말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회계원일 수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기계

공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네모난 나무못’

이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종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마 일을 그다지 잘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분명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을 직장에서 보낸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무엇인

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야 한다. 우리는 재능 검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우리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의 연구를 통해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설

(A)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불행한 사실이므로 Unfortunately(불행하게도)가 적절하다.

(B) 우리는 직장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

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인과관

계의 흐름으로 앞뒤가 이어지므로 For that reason(그러한 까닭에)

이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For that reason we should try to find out [what our 
talents are] and [how we can use them]. : find out의 목적어

로 두 개의 간접의문문이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취하고 있다. 간

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주어＋동사>로 쓰되,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whether 〔if〕＋주어＋동사>로 표현한다. 

11 ③ 

해석   

어느 초등학교 학생에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

는다면 그들은 햇빛과 물의 두 가지를 언급할 것이다. 첫 번째 것

은 생물 연료 생산자의 통제력을 다소 넘어서는 것인 반면, 두 번

째 것은 잠재적으로 식물에 근거한 연료의 심각한 결함 중의 핵심 

안에 있다. 일부 생물 연료를 생산하는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수요는 현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지역 수자원에 지탱할 수 없는 

부담을 줄 것이다. 2009년 한 연구는 연방 대체 에너지 요건을 충

족시키는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충분한 에탄올 생산이 급증해

서, 생물 연료 수요가 이미 대초원 지대의 담수 공급에 압박을 주

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물 연료는 지 역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서, 

생물 연료의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심하게 변동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옥수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갈증이 

덜한 작물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어떤 생물 연료 작물이 이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다. 

해설

생물 연료 생산을 위해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

로 생물 연료가 변동이 심한 국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

일 수 있다는 생물 연료 이용의 이점에 대해 말하는 ③은 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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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흐름과 무관한다.

1등급 구문노트

11행 Central to the problem is corn’s relatively high water 
requirement. : Central to the problem이 문장의 보어이며, 

corn’s relatively high water requirement가 문장의 주어로, 보어

가 문장의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다.

12행 Researchers are investigating ways to genetically 
engineer less thirsty crops, and carefully planning what 
biofuel crops to plant in a given region can mitigate this 
problem. : investigating과 planning이 are에 연결되어 현재 진행 

시제로 쓰인 구문이다.

12 ③   

해석   

훌륭한 책과 시시한 책이 있는 것처럼 훌륭한 영화와 시시한 영화

가 있다. 훌륭한 책처럼 훌륭한 영화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렇다

면 훌륭한 영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B) 훌륭한 

영화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중요 요소는 좋은 이야기이다. 훌륭한 

책을 영화로 바꾸어 제작한 몇 편의 영화들이 있다. 여기에는 ‘십

계’, ‘벤허’,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포함된다. (C) 실제로 책을 바탕

으로 한 이 영화들과 여타의 몇몇 훌륭한 영화들로 말하자면, 그 

영화들은 책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가 넓은 스크린에서 펼쳐져서 관객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

기보다는 실제로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다. (A)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한다. 여러 훌륭한 이야기가 주로 적은 예산 때문에 형

편없이 영화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제작자의 헌신과 사용할 수 있

는 자금 또한 훌륭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훌륭한 영화를 결정짓는 요소를 묻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으로 (B)에서는 첫 번째 요소로 훌륭한 원작을 바탕으

로 한 좋은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고, (C)는 (B)에서 언급한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책보다 더 훌륭하게 영화화될 수 있다고 서

술하고 있으며, (A)는 반대 상황으로 예산 부족 때문에 원작보다 

못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제작자의 헌신과 자금력이 훌륭한 

영화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B)–
(C)–(A)가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0행 In fact for these and some other great films based on 
books, the films told the stories even better than the books 
themselves. : even은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비교급을 강조

한다. much, still, far, a lot 등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분위기·심경14

1 ③    2 ①    3 ④    4 ④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128~131

1 ③  

해석   

Kevin은 걸으며 도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빛깔들이 너무도 선명했

다. 그것들은 그가 그럴 것이라고 기억하는 빛깔들보다 더 짙었다. 

태양은 따뜻했고, 산들바람은 시원했지만 쌀쌀한 정도는 아니었

다. 공기는 향기로 가득 찼고, 어떤 것에도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

였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풍경은 완벽하게 형성되었

고 바라보기에 즐거웠다. 그의 영혼은 어떤 실수의 조짐도 없이, 

완벽히 만족해하며 이런 환경과 어우러진 채로 안식 그 자체에 있

었다. 식물, 꽃, 나무, 그리고 관목들은 모두 자신들의 빛깔을 뽐내

며 함께 자랐다. 나무는 Kevin이 예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그토

록 아름답고 다양한 가금과 새의 고향이었다. 동물들은 들판, 계

곡, 그리고 언덕을 돌아다녔다. 모든 창조물이 존중과 명예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해설

Kevin이 걷는 길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보기에도 즐

겁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금과 새가 사는 평화로운 곳

으로, 그는 그곳에서 완전한 휴식 상태에 있는 상황이므로, ③ ‘평

화로운’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지루한 

② 긴급한 

④ 익살스러운 

⑤ 깜짝 놀라게 하는 

1등급 구문노트

2행 They were deeper than he remembered colors to be 
(deep). : be는 대동사로 의미상 뒤에 deep이 생략되어 있다. 

4행 The landscape was perfectly formed and pleasing to look 
at. : to look at은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에’라는 의미

의 ‘정도’를 나타내며, 형용사 pleasing을 수식한다. 

2 ① 

해석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우리의 고장 난 에어컨을 

고쳐 줄 사람을 찾느라 지난 30분 동안 14통의 전화를 했다. (고치

UNIT 4  |   글의 종합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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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나는 쉽게 

포기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남편 Rich가 수술 

후 병원에서 막 퇴원을 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돌보기 위해 그의 

침대 곁으로 갔다. “사람들이 에어컨을 고치러 온대요?” 그가 물었

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찾고 있어

요.” 내가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Rich를 향해서 선풍기의 각도

를 맞춰 주었는데, 그것은 단지 주위에 뜨거운 바람을 뿜어낼 뿐이

었다. “좋아요, 여보!”라고 그가 말했지만, 그는 좋지 않아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울했다. 나는 수리

공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를 거

의 쳐다볼 수 없었다.  

해설

무더운 날씨에 남편이 수술 후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지만 고장 난 

에어컨을 고쳐 줄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필자는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필자

의 심경으로는 ① ‘안쓰러운’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자신 있는 ③ 안도하는 

④ 짜증나는  ⑤ 무관심한 

1등급 구문노트

9행 I wanted to express my regret for having failed to find a 
repairperson, but I could barely look at him. : having failed는 

완료동명사로 동사인 wanted보다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barely는 ‘거의 ~ 않다’를 뜻하는 부사이다.

3 ④ 

해석   

10살인 내 아들이 리틀 리그 소프트볼 팀에 있던 첫 해였다. 그의 

팀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소년들 중 한 명이 볼을 쳤지만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3루에 있던 

Aaron이 뛰기로 결심했다. 그가 홈으로 질주하자, 투수 역시 홈베

이스를 향해 뛰면서 공을 잡았다. 터치아웃 당하기 직전에 Aaron
은 공중으로 뛰어 배로 땅에 떨어져서는 남은 길을 슬라이딩했다. 

심판이 “세이프!”라고 외쳤다. 관중들이 격렬하게 함성을 질렀고 

코치는 뛰어나와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나는 아들에게 달려가 꼭 껴

안으면서 “환상적인 슬라이딩이었어, 아들!”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당황스러운 듯이 대답했다. “아빠, 발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해설

아들이 홈베이스를 향해 슬라이딩하여 베이스를 밟은 줄 알고 달

려가서 칭찬을 했는데, 사실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는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빠의 심경은 ④ ‘자랑스러운 → 당혹스러운’이 적절

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겁나는 → 화가 난

② 초조한 → 흥분한

③ 놀란 → 안도하는

⑤ 실망한 → 기쁜

1등급 구문노트

5행 ~ he leaped in the air and fell to his stomach, sliding the 
rest of the way. : sliding the rest of the way는 분사구문으로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을 나타내며 and he slid the rest of the way
로 바꿔 쓸 수 있다.

4 ④ 

해석   

거대한 여객선인 Brooklyn의 갑판에 서서 멀리 뉴욕의 마지막 뾰족

탑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본 때가 1844년 봄인 5월 16일이었다. 이곳

은 내 어린 시절의 고향이었고, 희망과 절망이 사라졌다 생겨났던 

땅이었고, 마지막 세속적인 인연이 끊어질 때까지 웃음과 눈물을 통

해 바라보았던 곳이었으며,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덤가에서 마

지막 눈물이 말라버린 곳이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나는 

좁은 선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이곳이 항해 동안의 내 거실이

며 침실이고, 그곳에서 나는 바람도, 파도도, 심연의 괴물도 신경 쓰

지 않았다. 내 여생 동안, 나는 이웃들에게 잊힌 채로 동굴과 굴속에 

살고, 내가 거주할 산과 바위산 가운데서 바람의 휘파람 소리나 부

엉이의 날카로운 소리보다 더 친절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해설

the last earthly tie was severed, the graves of those most 
loved, forgotten by my neighbors 등으로 보아, 필자의 심정은 

‘desolate and desperate(음울하고 절망적인)’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화가 나고 부러운 

② 안도하고 희망적인 

③ 의심하고 놀란 

⑤ 당황하고 부끄러운 

1등급 구문노트

1행 It was in the spring of 1844, May 16th, that I stood upon 
the deck of the Brooklyn, a large passenger ship and saw the 
last spire of New York recede in the distance. : in the spring of 
1844, May 16th을 강조하는 <It is ~ that>의 강조구문이 사용되

었다. 지각동사 see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부정사인 recede가 

나왔다. 

8행 For the rest of my life, I would live in dens and caves of 
the earth, forgotten by my neighbors, and hear no kinder 
voices than [the whistling of the winds, or the screeching of 
some owl among the mountains and crags where I would 
make my habitation]. : 동사 live와 hear가 조동사 would에 이어

지는 동사들이다.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the whistling of the 
winds, or the screeching of some owl이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마을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름이 오늘의 또 다른 

폭풍우를 기다리며 산 위에 걸려 있었다. 지난 밤 그들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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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에 서서, 글자 그대로 강물이 강둑을 휩쓸어가면서 노호(怒號)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그토록 크게 의존하는 수로들은 흙

먼지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음에 틀림없었다. 이제 그들은 빨래

를 하고, 멱을 감고, 재미 삼아 수영하러 가는 장소를 잃었다. 주택

들이 파손되었지만 아마도 가장 참담한 결과는 농작물이 망쳐진 것

일 것이다. 이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밤새 

물에 휩쓸려 갔다. 오두막들의 일부는 물로 인해 금이 가고 기울어

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다음번 허리케인이 닥칠 때 무너질 

것이다. 곧 두 번의 허리케인이 더 덮칠 것으로 예보되었다.

해설

폭풍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고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농작물이 크

게 피해를 본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는 글이다. 모든 생활의 터

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계속 상황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글의 분위기로는 ③ ‘절망적이고 참담한’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고요하고 평화로운 

② 즐겁고 흥겨운 

④ 단조롭고 지루한 

⑤ 신비롭고 환상적인

1등급 구문노트

4행 The canals [which people depended so much on] must 
have been filled with dirt and debris. : 주어는 The canals이고 

동사는 must have been filled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끄는 절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의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9행 They will collapse when the next hurricane comes. : 시간

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도 미래 시제(will come)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어휘  

●   hover [hv] v. to stay in one place in the air, usually by 
moving the wings quickly  하늘을 떠다니다 

●   porch [pt] n. a covered structur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a building  현관 

●   literally [ltrli] ad. according to the most basic or original 
meaning of a word or expression  글자 그대로 

●   roar [r] v. to make a long, loud, deep sound  (파도가) 

노호(努號)하다; (천둥 등이) 울려 퍼지다 

●   wash away   if water washes something away, it carries it 
away with great force  휩쓸어 가다  

●   debris [dbr] n. pieces of waste material, paper, etc.  (어디에도 

쓸모없게 되어 남은) 쓰레기 

●   devastating [dvstiti] a. badly damaging or destroying 
something  파괴적인,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   crack [krk] v. to break or to make something break, either 
so that it gets lines on its surface, or so that it breaks into 
pieces  균열이 생기다, 금이 가다  

●   collapse [klps] v. to fall down suddenly, usually because it 
is weak or damaged  무너져 내리다 

글의 목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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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 속 수능 구문  ③

pp.134~137

1 ⑤ 

해석   

Donaldson 씨께,

귀하도 아시다시피, 저는 Soccer Cup을 위해 스페인어와 영

어를 통역하는 자원봉사 일을 4년 동안 줄곧 해 왔습니다. 저

는 그 일을 상당히 즐기면서 해 왔고, 이 일이 Soccer Cup 조
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통

역사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니 안타깝습니다. 

올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제 일과 관련된 일정으로 인해 

귀하의 조직에 필요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2개 국어에 능통한 다른 통역사를 찾는 

데에 큰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Cindy Monroe 올림

해설

Soccer Cup이라는 단체에서 통역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가 자신의 새로운 일로 인해 더 이상 통역사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기 위해 쓴 글이다. For those reasons, 
I regret to tell you that I must resign my post.를 통해 글을 쓴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 I regret to tell you that I must resign my post. : 동사 

regret 다음에 to부정사가 오면 ‘~하려니 유감이다’라는 의미이고, 

동명사가 오면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의미이다. 

2 ②  

해석   

저희가 Cecilia Offenbach 씨를 기용하는 것에 대해, 특히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모금 행사에서 그녀가 한 발언에 대해 최

근에 저희에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ffenbach 씨가 이 행

사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표현하기로 결정한 방식은 Quick-
Slim 식품 회사의 견해와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Quick-Slim
은 Cecilia Offenbach 씨가 몸무게 감량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녀

를 자사의 대변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Offenbach 씨가 자신

을 표현하기로 선택한 방식에 실망했고, 그녀의 최근 발언이 고객

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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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⑤ 

해석   

Nancy 씨께,

Falk 회장님과 저는 Reese 사의 대표자들과 Sacramento, 
Fort Wayne, 그리고 Pittsburgh에 새 창고를 짓는 저희의 계

획에 대해 세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 이후, 

Reese 사 측 사람들 중 몇몇 분들께서 저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하여 9월 9일이 있는 주에 이곳으

로 올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저희의 제품을 수령하고, 보관

하고, 선적하는 절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그 세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최근 측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전의 보고서를 재검토하시

어, 해당 부분에서 수치를 고쳐 주시겠습니까? 새 측정치가 9월 

2일까지는 필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Jack Frost

해설

글을 쓴 목적은 지문 전반부에 서술된 배경 설명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본문 중의 Will you please reexamine your 
earlier reports and, where appropriate, revise your figures?에
서 ⑤ ‘이전 보고서 수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려고’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They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procedures for 
receiving, storing, and shipping our products. : receiving, 
storing, shipping은 모두 our products를 목적어로 하며, 접속사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9행 Will you please reexamine your earlier reports and, 
where (it is) appropriate, revise your figures? : where 
appropriate는 삽입구로, 관계부사 where는 문맥상 앞에 나온 in 
your earlier reports를 의미한다. 삽입구에 주어(it)와 동사(is)를 넣

어 where it is appropriate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역을 하면 

‘적당한 부분에서’라는 뜻으로, ‘해당 부분에서’로 의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독해 속 수능 구문 ③ 

해석   

질식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고와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어린이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식과 관련된 사고의 대부분은 동전, 장난

감, 그리고 음식물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난감에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를 

제정했지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런 법규가 없다. 만약 모든 식품 

회사가 자신들의 상품에 경고문을 부착했더라면, 부모들은 가능성 

Offenbach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광고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저희와 의견을 나누어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고객님이 건강한 체중 관리의 파트너로 Quick-Slim을 계

속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설

Quick-Slim 식품 회사의 대변인인 Cecilia Offenbach 씨가 모금 

행사에서 한 말로 인해 기분이 상한 고객에게 회사의 입장을 밝히

는 글로서, 그녀의 말이 회사의 의견 및 가치와 무관하고, Cecilia 
Offenbach 씨가 출연하는 광고를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는 조치

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 manner [in which Ms. Offenbach chose to express 
her personal beliefs at this ev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and values of Quick-Slim Foods Company. : 문장의 주어는 

The manner이고, in which ~ event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이며, 동사는 does not reflect이다. choose는 to부정사를 목적어

로 취하는 동사인데, 이와 같은 동사로는 want, agree, expect, 
refuse, decide 등이 있다. 

9행 We appreciate you sharing your views with us ~. : 
appreciate는 ‘감사하는 내용’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목적어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you는 appreciate의 목

적어가 아니라 동명사 sharing의 의미상 주어로 사용된 것임에 유

의한다. 

3 ③ 

해석   

고객들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국제 투자 자문단(IICG)에게는 환상적인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팀을 이끌 능력이 있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구축

할 기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술 담당 부장으로서 우리의 역동적

인 조직에 참여하도록 당신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재정 

자문 위원, 회계원 그리고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한 팀의 일상 업무

를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원자가 되려면 회

계학 학위가 있어야 하고 관리직에 최소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

며, 다수의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we invite you to join our dynamic organization ~, The 
successful candidate must have a degree ~ 등의 내용을 통해서 

회사에서 함께 일할 간부급 직원을 찾고 있는 구인 광고임을 알 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If you have the ability to lead a team and want the 
opportunity to build a new future for yourself, ~. : have와 

want는 if절의 동사로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to lead
와 to build는 각각 the ability, the opportunity를 수식하는 to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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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험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포도, 팝콘, 땅콩처럼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지는 많은 식품들은 아이들의 식도나 폐에 걸릴 수 있다. 

몇몇 식품 제조사들은 자발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하지만, 질

식에 관한 위험이 큰 모든 식품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서 경고문 부착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해설

질식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난감에 경고문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식품에도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The majority of choking-related incidents among 
children] are associated with ~. : The majority of는 뒤에 이어

지는 명사의 단·복수에 따라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 이 문장에서

는 incidents가 복수형이므로 동사도 are로 쓰였다.

10행 ~ [to implement safety standards for all high risk foods 
in regard to choking] warning labels should be mandatory. : 
to implement ~ chocking은 목적(~하기 위해서)을 나타내기 위

한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구이고, 주어는 warning labels, 동사는 

should be이다.  

어휘  

●   choking [] n. a condition caused by blocking the 
airways to the lungs  질식, 숨 막힘   

●   be associated with   to be related to a particular subject, 
activity, etc.  ~와 관련되다   

●   regulation [règjuléiʃən] n. an official rule or order  규제, 법규 

●   require [] v. if you are required to do or have 
something, a law or rule says you must do it or have it  
요구하다, 명하다

●   label [] n. a piece of paper or another material that is 
attached to something and gives information about it  꼬리표, 

라벨 

●   pose [] v. to exist in a way that may cause a problem, 
danger, difficulty, etc.  (위험 등이) 있다, (위험·문제 등을) 제기하다

●   hazard [] n. something that may be dangerous, or 
cause accidents or problems  위험

●   -friendly   suf. used at the end of words to mean ‘not harmful’  
~에 친화적인, ~에 해를 주지 않는   

●   lodge [] v. to become firmly stuck somewhere, or to 
make something become stuck  ~에 박히다, ~에 꽂다  

●   manufacturer [u] n. a company that makes 
large quantities of goods  제조자〔사〕 

 ●   implement [] v. to take action or make changes 
that you have officially decided should happen  (약속 등을) 

이행하다, 시행하다

●   in regard to   in connection with  ~에 관하여   

●   mandatory [] a. if something is mandatory, the 
law says it must be done  강제적인, 의무적인 (= compulsory)

복합 문단의 이해 16

수능 기출  1 ⑤    2 ②    3 ④

1 ③  2 ④  3 ⑤  4 ④  5 ③  6 ③  7 ②  8 ②  

9 ③

독해 속 수능 구문  1 ③    2 ①    3 ⑤

pp.138~147

수능 기출 1 ⑤  2 ②  3 ④  

해석   

(A) 
Erik Brandes라는 이름의 17살 된 독일 소년은 Cologne 오페라 

하우스의 비어 있는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갔다. Erik의 생애에서 

가장 흥분되는 날이었다. 독일의 가장 어린 콘서트 기획자가 오페

라 하우스를 설득해 미국의 피아니스트인 Keith Jarrett의 심야 즉

흥 재즈 콘서트를 주최했던 것이다. 콘서트는 좌석이 매진되었고, 

그날 밤 늦게 Keith는 피아노에 앉아 연주할 것이었다. 

(D) 
그러나 Erik이 그날 오후에 Keith와 그의 프로듀서인 Manfred를 

무대에 있는 피아노로 안내했을 때 일이 틀어졌다. Keith와 

Manfred가 몇 음을 연주했다. 그러고 나서 긴 침묵 후에, 

Manfred가 그에게 다가와서 “Erik, 당신이 다른 피아노를 준비하

지 않으면, Keith는 오늘 밤 연주를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Erik은 Keith가 특정한 악기를 요청했고, 오페라 하우스가 그것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은 관리 직원들이 요청받았던 Bösendorfer 피아노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신에 상태가 좋지 않은 아주 작은 Bösendorfer
를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C) 
당연히 Keith는 연주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그의 

차 안으로 가서 기다렸고, Erik은 곧 있게 될 열광적인 콘서트 관객

들의 도착을 예상한 채로 남겨지게 되었다. 필사적으로, 그 십 대의 

독일인은 Keith를 따라잡아 그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연주를 해 달

라고 간청했다. 그 피아니스트는 흠뻑 젖은 채 빗속에 서 있는 그를 

내다보았고, 그를 가엾이 여겼다. “절대 잊지 말아라.”라고 Keith가 

말했다. “오직 너를 위해서다.” 몇 시간 후에 Keith는 걸어 나와 꽉 

들어찬 콘서트홀의 앞에 놓여 있는 연주 불능의 피아노로 갔다. 

(B) 
Keith가 연주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즉시 이것이 마술이

라는 것을 알았다. Erik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Keith는 예기치 

않게 피아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의 왼손은 피아노 울림 부족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

으로 뇌성같이 울리는, 반복적인 저음 반복 악절을 연주했다. 

Keith는 충분한 음량이 발코니(2층 관람석)에도 도달하도록 만들

기 위해 그 피아노를 정말로 아주 세게 연주해야만 했다. 섰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Keith는 그 연주 불능의 피아노를 연주해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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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ipate [æntísəpèit] v. to expect that something will 
happen and be ready for it  예상하다 

●   furious [fjúəriəs] a. done with a lot of energy, effort, or speed  
격렬한, 맹렬한 

●   desperate [déspərət] a. willing to do anything to change a 
very bad situation, and not caring about danger  필사적인 

●   soak [souk] v. to make something completely wet  흠뻑 적시다 

●   take pity on  to feel sorry for someone and treat them with 
sympathy  ~을 가엾게 여기다 

●   packed [pækt] a. extremely full of people  꽉 들어찬  

●   instrument [ínstrəmənt] n. music an object used for 
producing music, such as a piano or violin  악기 

●   administrative [ædmínəstrèitiv] a. relating to the work of 
managing a company or organization  관리〔행정〕상의  

●   install [instɔ́ːl] v. to put a piece of equipment somewhere and 
connect it so that it is ready to be used  설치하다

1 ~ 3 1 ③  2 ④  3 ⑤    

해석   

(A)
Shan이라는 베두인(사막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이 이

동 중에 한 여행자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낙타 등에 태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갈 때, Shan은 자기 동료를 

돌아보며 그에게 “여행자 친구여,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

까, 아니면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갈까요?”라고 물었다. 그들은 둘 

다 이미 낙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러

고 나서 그들은 들판을 지나갔고, 낙타 주인은 자신의 손님에게 들

판이 푸른지 아니면 이미 말라버렸는지를 물었다. 

(C)
그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

하면 그 들판은 한창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행이 끝날 무

렵, 그들은 장례식 행렬을 지나갔고, Shan은 함께 낙타를 탄 사람

에게 다시 한 번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건넸는데, 관 속에 있는 사

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었다. 어리둥절한 여행자는 집에 도

착해서 자신의 딸 Tabaqa에게 그가 길에서 만난 친구와 나누었던 

별난 대화에 대해 말했다. 

(B)
Tabaqa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는 그에게 “아빠, 친구 분이 

아빠께 정말 재치 있는 질문을 했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하

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분이 아빠

를 데리고 갈지 아니면 아빠가 그분을 데리고 갈지를 통해, 그분은 

가는 도중에 아빠가 그분을 재미있게 해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분이 아빠를 재미있게 해 주는 게 좋은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라

고 Tabaqa는 설명했다. “들판이 푸른지 아니면 이미 말라버렸는지

에 관해서는 그분은 주인이 이미 농작물을 팔아서 돈을 미리 써 버

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었어요.”

(D)
“그리고 관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분

무엇인가를 만들어 냈다. 그것은 그가 연주하리라고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는 음악이었다. 그러나 난제 직면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

였고 높이 날아올랐다. 

해설

1. 17세의 콘서트 기획자 Erik Brandes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피

아니스트 Keith의 심야 즉흥 재즈 콘서트를 주최하게 되었다는 내

용의 (A) 다음에, Keith와 그의 프로듀서 Manfred가 피아노를 점

검한 결과 그 피아노로는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Erik이 차에 타고 있는 Keith에게 비를 흠뻑 맞

으며 공연을 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Erik을 가엾게 여긴 Keith가 

결국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C)가 온 후, Keith가 피아노의 상태가 

지극히 나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연주를 했다는 내용의 

(B)로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D)–(C)–(B)로 배열하

는 것이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 

2.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은 Erik Brandes와 Keith 
Jarrett인데 오직 (b)만이 Keith를 가리키고, (a), (c), (d), (e)는 모

두 Erik를 가리킨다.

3. (C)의 The pianist looked out at him standing in the rain, 
completely soaked, and took pity on him.를 통해 그 피아니스트

(Keith)가 Erik을 가엾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Never 
forget,” Keith said. “Only for you.”를 통해 Erik의 간청을 받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11행 Keith really had to play that piano very hard to get enough 
volume to get to the balconies.: to get 이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구로 쓰였다. <get+목적어+목적격 보어(to부정사)>가 쓰

여 ‘~가 …하도록 만들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6행 [What he hadn’t realized] was [that the administrative 
staff hadn’t been able to find the requested Bösendorfer piano], 
and they had instead installed a tiny little Bösendorfer [that 
was in poor condition].: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

로 쓰였고,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be동사의 보어로 쓰였다. that 
was in poor condition은 tiny little Bösendorfer를 수식하는 관계

사절이다.

어휘  

●   promoter [prəmóutə] n. someone who arranges and 
advertises concerts or sports events  기획자 

●   sellout [selaut] n. a performance, sports game etc for which 
all the tickets have been sold  좌석 매진 

●   shortcoming [ʃɔ́ːrtkʌmiŋ] n. a fault or weakness that makes 
someone or something less successful or effective than they 
should be  단점 

●   repetitive [ripétətiv] a. done many times in the same way, 
and boring  반복적인 

●   unplayable [ʌnpléiəbl] a. not able to be played; impossible to 
play on or with  연주 불능의 

●   balcony [bǽlkəni] n. the seats upstairs at a theatre  발코니, 2층 

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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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은 사람이 선행이나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번영

하는 가족을 남겼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

했다. 그 후 그 남자는 Shan의 질문에 답하려고 그에게 서둘러 찾

아갔다. 누가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었는지 알고 싶었던 Shan은 결

국 Tabaqa에게 가서 그녀와 결혼했다. 오늘날 격언에는 ‘Shan과 

Tabaqa는 잘 어울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두 사람 간의 완벽한 

조화, 특히 성격과 목적에 관한 조화를 내포한다.

해설

1. (A) 한 여행자를 자신의 낙타에 태우고 함께 여행을 하는 가운

데 몇몇 이상한 질문을 건네는 Shan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A) 마지막의 들판에 관한 질문에 어리둥절해 하는 여행자의 모습

이 그려진 (C)가 이어져야 한다. 이후, 여행자가 Shan과 나눴던 

별난 대화에 대해 딸 Tabaqa의 대답이 제시된 (B)가 오고, 마지막

으로 이 일화에서 유래된 격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D)로 글이 

마무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C)–
(B)–(D)가 가장 적절하다. 

2. 나머지는 Shan과 함께 낙타를 탔던 여행자를 가리키는 반면, 

(d)는 낙타의 주인이자 여행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Shan을 가리

킨다. 

3. Tabaqa와 결혼한 사람은 여행자가 아니라 Shan이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From [whether he should carry you or you (should 
carry) him], he wanted to know [whether you preferred to 
entertain him, or he ( preferred to entertain) you on the way],” 
explained Tabaqa. : <whether A or B>는 「A인지 아니면 B인지」

의 의미로 첫 번째 것은 from의 목적어, 두 번째 것은 know의 목

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끈다. 둘 다 or 뒤에는 앞에서 나온 

동사를 생략하고 주어와 목적어만 써서 표현했다.  

20행 ~, he was curious whether the dead one had left good 
deeds or a thriving family behind [who would keep their name 
alive] or not. : <leave + 목적어 + behind>는 「~을 뒤에 남기다」

라는 의미이며, good deeds와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a 
thriving family가 목적어로 쓰였다. <whether A or not>은 「A인

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어휘  

●   companion [] n. someone you spend a lot of time 
with, especially a friend  동반자, 친구

●   ponder [] v. to spend time thinking carefully and 
seriously about a problem, a difficult question, or something 
that has happened  심사숙고하다 (= consider)

●   witty [] a. using words in a clever and funny way  재치 있는

●   be all ears   to be very keen to hear what someone is going 
to tell you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   entertain [] v. to amuse or interest people in a way 
that gives them pleasure  (~을) 재미나게 하다

●   queer [] a. strange or difficult to explain  기묘한

●   thriving [rivi] a. being prosperous or very successful  

번영하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   procession [] n. a line of people or vehicles moving 
slowly as part of a ceremony  행렬, 행진

●   coffin [] n. a long box in which a dead person is buried 
or burnt  관

●   comrade [] n. a friend, especially someone who 
shares difficult work or danger  친구, 동료

●   as for   to talk about how another person or thing is affected 
by something  ~에 대해서 말하자면  cf. as to  ~에 관해서는 

●   query [] n. a question that you ask to get information, 
or to check that something is true or correct  질문

●   deed [] n. something someone does, especially something 
that is very good or very bad  행위 

●   with respect to   concerning or in relation to something     
~에 관해서는

4 ~ 6 4 ④  5 ③  6 ③  

해석   

(A)
음반 계약! 그 일은 우리가 Xtreemz라 불리는 힙합 밴드에서 연주

하던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3학년생이었을 때 내 절친한 친구와 나

에게 일어났다. 나는 Star 음반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John Crabbe
가 그 계약을 직접 승인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1994년 여름에 뉴

욕으로 이사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우린 스물 한 살이었고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다.

(D) 
우리는 매니저를 고용하면서 그에게 선금 5천 달러를 맡겼다. 하지

만 어느 날 우리가 스튜디오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스

튜디오 관계자들)이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녹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의 매니저는 사기꾼이었다. 수중에 땡

전 한 푼 없이 우리는 몇 곡을 급하게 만들었지만, 질은 형편없었다. 

Star의 음악 부장은 그것들을 싫어했고, 우리는 거래를 놓쳤다. 여섯 

달 뒤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B) 
내 친구와 나는 노숙자들과 함께 다리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

다. 우리에게 실패를 위해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운

명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가 바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우

리는 다른 데모용 음반을 녹음해서 그것들을 시내로 가져갔다. 하

지만 얼마 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음악

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우리들 삶의 좀 더 작은 일부가 

되었을 뿐이었다.

(C) 
나는 현재 어떤 조합의 수당 조정자이다. 내 친구와 나는 몇 년 뒤

에 헤어졌고, 나는 Captain Lee라는 이름으로 런던에 기반을 둔 

작은 음반 회사에서 몇 곡의 솔로 곡을 발표했다. 하지만 난 더 이

상 동일한 꿈을 좇지 않고 있다. 꿈을 재평가하고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것을 떨쳐 버려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

치 있는 것들은 간직하게 되는데, 나에게 그것은 내가 습득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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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인내였다. 나는 아직도 음악을 하지만, 이제 음악 자체를 위해

서 그것을 한다. 나는 예전에 내가 그 일에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다른 일들로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설

4. 대학교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음반을 계약하게 되어 학교를 그

만두었다는 (A) 이후,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몇 곡을 

만들었으나 음반사 관계자가 좋아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D)의 상황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인 (B)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음악에 대한 꿈을 접고 

현실에 맞춰 새로운 생활을 하는 현재의 마음가짐과 음악을 대하는 

자세 등을 언급한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어질 글의 

순서로는 (D)–(B)–(C)가 가장 적절하다. 

5. 필자가 과거에 에너지를 쏟았던 the business는 음악 일(the 
business of music)을 가리킨다. (c) ‘수당 조정자’는 음악가로서

의 삶이 아니라 필자가 새롭게 에너지를 쏟게 된 other things에 해

당하는 것이다. 

6. ‘I’는 전문 음악인을 꿈꿨으나 실패를 거듭한 뒤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음악은 생활의 작은 일부가 되었다. 

1등급 비법노트

6. ① ‘I’는 대학교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음반을 계약했다.

② ‘I’는 음반 계약 해지 후 노숙자들과 함께 멍하니 앉아 있었다.

④ ‘I’는 결국 음악인이 아닌 수당 조정자가 되었다.

⑤ ‘I’의 매니저는 필자와 친구가 맡긴 선금 5천 달러를 가로챘다.

1등급 구문노트

14행 There comes a time [when you have to reassess your 
dreams and cast out {what’s no longer reality}]. : when은 a time
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고, w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what
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동사 cast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21행 ~, we were told we couldn’t record anymore because 
they hadn’t been getting paid. : be told는 tell(이야기하다)의 

수동태이므로 ‘듣다’로 해석한다. hadn’t been getting paid는 과거

완료진행 수동형으로 ‘계속 지불받지 못해 오고 있었다’의 의미이

다. 여기서 getting 대신에 being을 쓸 수 있는데, get은 수동의 조

동사 be를 대신 써서 ‘~당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어휘  

●   deal [] 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especially in 
business, that helps both sides involved  거래, 계약 

●   junior [] n. a student in the year before the final year 
of college  대학 3학년생 

●   in a daze   feeling confused and not able to think clearly 
정상적인 생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멍하니

●   cut [] v. to record music or to produce a CD, song, etc. for 
people to buy  (음반 등을) 녹음하다  

●   demo [] n. a recording containing an example of 
someone’s music that is sent to a record company so that they 
can decide whether to produce it or not  선전용 제품, 데모용 레코드

●   coordinator [] n. someone who organizes the 
way people work together in a particular activity  조정자

●   union [] n. an organization formed by workers to 
protect their rights  노조; 조합

●   reassess [] v. to think about something again carefully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hange your opinion or judgment 
about it  재평가하다 

●   resiliency [] n. the ability to become strong, happy, or 
successful again after a difficult situation or event  (원기의) 회복력 

●   perseverance [] n. determination to keep trying 
to achieve something in spite of difficulties  인내(력) 

●   redirect [i] v. to use something for a different purpose  
~을 다시 향하다

●   entrust A with B   to make someone responsible for doing 
something important, or for taking care of someone  A에게 B를 

맡기다 

●   throw together   to make something in a hurry or carelessly 
~을 서둘러 만들다

7 ~ 9 7 ②  8 ②  9 ③  

해석   

(A)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엄청난 식욕을 갖고 있다는 평판을 얻

었다. 하지만, 나는 살이 전혀 찌지 않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먹은 모든 음식이 열과 에너지로 변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내 어

린 시절의 한 사건은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게 새겨져 있다. 그것

은 크리스마스 때였다. 

(C)
아마도 내가 6살이나 7살 때였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양념이 된 

칠면조를 자르고 계셨고, 내 남동생과 나는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기대감으로 눈을 부릅뜬 채 맛있는 고기를 쳐다보

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내 앞의 빈 접시 위에 칠면조 조각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셨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작은 양에 

내가 실망감을 표시했고, 갑자기 그는 고기 자르는 포크와 칼로 전

체 칠면조를 집어 들고는 내 접시에 놓으셨다. 

(B)
이 소소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친척들과 손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

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칠면조를 

내 접시에서 치우셨고, 그는 다시 칠면조를 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내 남동생은 내가 우는 

것을 보자, 그 또한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다. 내 주변에 웃음이 대

단히 커져 갔다. 그들 모두는 칠면조 한 마리와 같이 그렇게 멋진 

상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했다.  

(D)
사실은 진짜 이유는 매우 달랐다. 천성적으로 수줍은 성격이기에, 

나는 그런 관심의 파도가 나를 향하는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다. 내 

눈물은 실망감이 아니라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부끄러움과 

비참함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내 아버지께서는 그의 해석

을 고집하시면서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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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7. 크리스마스 때 일을 언급한 (A) 다음에, 아버지가 접시에서 칠

면조를 치우자 필자가 실망했다는 (C)가 이어지고, 그 광경을 보고 

모두 웃었다는 (B)가 이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운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D)가 이어져야 한다. 

8. 필자가 울자 같이 울기 시작한 것은 남동생이므로, (b)는 남동

생을 지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필자의 아버지를 지칭한다. 

9. 아버지가 필자의 접시에서 칠면조를 치우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것이므로, ③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The entire family, [including some relatives and guests,] 
[who had been watching this little drama], burst into a gale of 
laughter. : 문장의 주어는 The entire family이고, 서술어는 burst
이다. including 이하 구문과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모두 주어

인 The entire family를 수식한다. 

19행 Being of a naturally shy disposition, I was acutely 
embarrassed to have such a wave of attention [directed at me]. : 
Being of a naturally shy disposition은 주절의 주어인 I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분사구문이다. directed at me가 앞에 나온 

attention을 수식하는 분사구이다. 

어휘  

●   reputation [rèpjutéiʃn] n. the opinion that people have about 
someone or something  명성 

●   appetite [ǽpitàit] n. the feeling that makes you want to eat  
식욕 

●   indelibly [indéləbli] ad. in an indelible manner  지울 수 없는 

●   engrave [ingréiv] v. to cut words or designs on metal, wood, 
glass etc  새기다 

●   gale [geil] n. a very strong wind  강풍

●   abruptly [əbrʌ́ptli] ad. suddenly and unexpectedly  갑자기 

●   carve [kɑːv] v. to cut a piece of cooked meat into thin pieces  

썰어서 나누다 

●   disposition [dìspǝzíʃn] n. the particular type of character that 
a person naturally has  성향 

●   direct [dirékt] v. to aim something in a particular direction or 
at a particular person, group etc  향하게 하다 

●   persist [pǝːrsíst] v. to continue to do something, although this 

is difficult, or other people oppose it  지속하다

독해 속 수능 구문 1 ③  2 ①  3 ⑤  

해석   

(A)
Tess는 자기 침실로 가서 벽장 속에 물건을 숨겨놓는 곳에서 젤리

를 담는 유리병을 꺼냈다. 그녀는 방바닥 위에 잔돈을 모두 쏟고는 

그것을 정성들여 세었다. 세 번이나 세었다. 총액은 완전히 정확해

야 했다. 여기에 실수의 여지는 없었다. 주의 깊게 그 동전들을 다

시 병에 담고 뚜껑을 비틀어 닫은 후에, 그녀는 뒷문으로 몰래 빠

져 나와 여섯 블록 떨어진 Rexall 약국으로 갔다. 그녀는 약국 주

인이 그녀에게 관심을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그는 그 

순간 너무 분주했다. 

(C)
그녀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무엇을 원하니?” 약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오랫동

안 보지 못한 시카고에서 온 내 남동생과 이야기 중이란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다. “아, 저는 제 남

동생에 대해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라고 Tess가 똑같이 

화가 난 목소리로 다시 대답했다. “제 동생이 정말,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말해 줄래?”라고 

약사가 말했다. “제 동생의 이름은 Andrew인데 동생의 머릿속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자라고 있어서 아빠는 이제 ‘기적’만이 동생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런데 ‘기적’은 얼마예요?”

(B)
약사의 동생은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는 몸을 아래로 숙이

고 어린 소녀에게 물었다. “네 동생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 필요하

니?” “저는 잘 몰라요.” Tess는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대답했다. 

“저는 다만 동생이 아주 아프다는 것만 알고 있고 엄마는 동생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는 수술비를 댈 수가 없어서 

제 돈을 쓰려고요.” “너는 얼마가 있는데?” 시카고에서 온 남자가 

물었다. “1달러 11센트요.” Tess는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답

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인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D)
“음, 정말 우연의 일치구나.”라며 시카고에서 온 남자는 미소를 지

었다. “1달러 11센트가 어린 남동생들을 위한 ‘기적’의 바로 그 값

이란다.” 그는 한 손에 그녀의 돈을 받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벙

어리장갑을 꼭 쥐며, “네가 사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렴. 나는 네 

동생을 보고 부모님을 뵙고 싶구나. 네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기

적’을 내가 가졌는지 보자꾸나.”라고 말했다. 옷을 잘 차려 입은 그 

남자는 신경외과를 전공한 외과의사인 Carlton Armstrong 박사였

다. 수술은 비용 없이 이루어졌고 Andrew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해설

1. Tess가 자신이 모은 동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다는 내용이 언급

된 (A) 이후, 약사에게 아픈 남동생에게 줄 ‘기적’을 사러 왔다고 

말하는 (C)가 이어지고, 시카고에서 온 약사의 동생이 Tess의 사

연을 다시 확인하는 (B)가 온 다음, 외과의사인 그가 Tess의 남동

생에게 비용 없이 수술을 해 주어 동생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결

말인 (D)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어질 글의 순서는 (C)–
(B)–(D)가 가장 적절하다.

2. (a)는 약국의 주인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약사의 동생이며, 외

과의사인 Dr. Carlton Armstrong을 가리킨다.

3. miracle(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 소녀가 아픈 남동생을 위

해 자기가 모은 동전을 가지고 약국에 ‘기적’을 사러 왔다가, 정말 

기적처럼 외과의사를 만나 동생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므로, 

제목으로는 ⑤ ‘순수한 마음이 기적을 초래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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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비법노트

3. ① 어린이들이 걸리는 불치병들 

② 실수를 기적으로 바꾸는 방법 

③ 가난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④ 외과 수술을 수행하는 훈련

1등급 구문노트

4행 Carefully placing the coins back in the jar and twisting 
on the cap, she slipped out the back door and made her way 
six blocks to Rexall’s Drug Store. : placing과 twisting은 현재

분사로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분사구문을 이끌고 있으며, 이 분사구

문은 After she carefully placed ~ and twisted ...의 절로 바꿔 쓸 

수 있다.

어휘  

●   closet [] n. a cupboard, used for storing things, especially 
clothes  벽장, 옷장

●   pharmacist [] n. someone whose job is to prepare 
medicines in a shop or hospital  약사  

●   stoop [] v. to bend your body forward and down  구부리다, 

허리를 굽히다  

●   miracle [] n. something very lucky or very good that 
happens which you did not expect to happen or did not think 
was possible  기적 

●   well up   if a liquid wells up, it comes to the surface of 
something and starts to flow out  솟아 나오다  

●   audible [] a. a sound that is audible is loud enough for 
you to hear it  들을 수 있는  ad. audibly

●   clear one’s throat   to make a noise in your throat, especially 
before you speak, or in order to get someone’s attention  (말을 

시작하기 전에) 헛기침하다

●   disgusting [] a. extremely unpleasant and making 
you feel sick  정나미가 떨어지는, 역겨운  

●   muster [] v. to get enough courage, confidence, 
support, etc., to do something, especially with difficulty  (용기 

등을) 불러일으키다, 모으다  

●   coincidence [] n. when two ideas, opinions, etc., 
are the same  (우연의) 일치, 부합  

●   mitten [] n. a type of glove that does not have separate 
parts for each finger  벙어리장갑  

●   surgeon [] n. a doctor who does operations in a 
hospital  외과의사  cf. neuro-surgery  신경외과

장문의 이해17

수능 기출  1 ⑤    2 ④

1 ④    2 ②    3 ②    4 ②

독해 속 수능 구문  1 ①    2 ②

pp.148~157

수능 기출 1 ⑤  2 ④  

해석   

지속 시간은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템포(빠

르기, 박자)를 사건의 속도로 여긴다면, 지속 시간은 시계 자체의 

속도이다. 물리학자에게, ‘1초’의 지속 시간은 정확하고 모호함이 

없는데, 동위원소 세슘-133의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와 연관

된 9,192,631,770회의 진동수 주기와 같다. 하지만 심리적 경험

의 영역에서, 시간의 단위를 수량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설픈 작업

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태양이거나, 신체적 피로이거나, 또는 시계 

자체이거나, ‘실제의’ 시간 신호가 없으면, 머지않아 그들의 시간 

감각은 고장이 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속 시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손목시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일반적으

로 부정확한 이 심리적 시계이다.

이론상, 정신적으로 시간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사람은 더 느린 템

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공이 두 명의 서로 다른 

타자에게 투구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공은 50초 동안 5초마다 던

져지고, 그래서 모두 합하여 10개의 공이 던져진다. 우리는 이제 

두 명의 타자에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묻는다. (타격을 좋아

하는) 번호 1번의 타자는 그 지속 시간이 40초라고 느낀다고 하자. 

(야구를 지루해하는) 번호 2번의 타자는 그것이 60초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야구공이 4초마다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것을 6초마다 다가온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서, 인식된 템포(속도)는 번호 1번의 타자에게 

더 빠르다. 

해설

1. 첫 번째 단락은 물리적 경험의 영역과 심리적 경험의 영역에서 

시간 인식은 서로 다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리적 경험의 영역

에서 시간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심리적 영역의 시간 인식에 대한 예를 서로 다른 심리 상태를 가진 

두 타자가 공이 투구되는 시간적 간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 ‘얼마나 긴가, 얼마나 빠른가: 시

간 인식의 문제’가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2. (A) 사람들이 실제의 시간 신호를 갖지 못하면 시간 감각은 고

장이 나고, 이것을 근거로 시간을 인식한다고 했다. 결국 고장이 

난 심리적 시계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imprecise(부정확

한)’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타격을 좋아하는 번호 1번의 타자에게는 실제의 투구 시간 간

격 5초가 4초처럼 인식된다고 했으므로 투구 템포가 실제보다, 그

리고 번호 2번의 타자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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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faster가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1. ① 시계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것

② 시간에 대한 연구: 정확함 대 지속 시간

③ 시간으로부터의 비행: 새로운 물리학의 방향

④ 과학과 야구의 평화로운 공존

2. ① 지연된–더 빠른

② 내적인–더 느린

③ 정확한–더 느린

⑤ 불가사의한–더 느린 

1등급 구문노트

2행 For the physicist, the duration of a “second” is precise and 
unambiguous: it is equal to 9,192,631,770 cycles of the 
frequency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between two energy 
levels of the isotope cesium-133].: associated ~의 분사구가 

frequency를 수식하고 있다.

6행 When people are removed from the cues of “real” time ─ 

be it the sun, bodily fatigue, or timepieces themselves ─ it 
doesn’t take long before their time sense breaks down.: <be it 
~ or ...>는 ‘~이거나 또는 …이거나 (관계없이)’의 뜻을 나타내는 

양보의 부사절이며, <whether it is ~ or ...>로 바꿔 쓸 수 있다. 

<it doesn’t take long before ~>는 ‘머지않아 ~하다’로 해석한다. 

9행 And it is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the time on one’s watch, that creates the perception 
of duration that people experience. : [it is ~ that] 구문이 쓰여 

문장의 주어인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을 강

조한 형태인데, as opposed to의 어구가 삽입되었다. that people 
experience는 duration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다. cf. This 
usually imprecise psychological clock, as opposed to the time 
on one’s watch, creates the perception of duration that people 
experience.

어휘  

●   duration [djuréiʃən] n. the length of time that something 

continues  지속, (지속되는) 기간

●   tempo [témpou] n. the speed at which something happens  

(움직임·활동 등의) 속도〔템포〕

● precise [prisáis] a. clear and accurate  정확한

●   unambiguous [ʌnæmbígjuəs] a. clear in meaning; that can 

only be understood in one way  (뜻이)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   transition [trænzíʃən] n. when something changes from one 

form or state to another  전이, 이행; 과도기

●   isotope [áisətòup] n. one of the possible different forms of an 

atom of a particular element 동위 원소

●   cesium [síːziəm] n. a soft silver-white metal that is used in 

photoelectric cells  세슘

●   realm [relm] n. a general area of knowledge, activity, or 
thought  영역

●   quantify [kwántəfài] v. to calculate the value of something and 

express it as a number or an amount  수량화하다

●   clumsy [klʌmzi] a. (of actions or statement) done carelessly or 
badly, and likely to upset someone  서투른

●   cue [kjuː] n. an action or event that is a signal for something 

else to happen  신호

● fatigue [fətíːg] n. very great tiredness  피로

●   perception [pərsépʃən] n. the way you think about something 

and your idea of what it is like  지각, 인식

● pitch [piʧ] v. to aim and throw a ball in baseball  투구하다

●   coexistence [kòuigzístəns] n. when two different things or 
groups of people exist together at the same time or in the 

same place  공존

1 ~ 2 1 ④  2 ②  

해석   

가구업계의 작은 스타인 Barbara는 최근에 가구업계의 대스타이

면서 자신의 남편이자 사업 파트너인 Frank와 결별했다. 그들은 

결국 사업은 계속 함께하되 서로 상대하지는(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는) 않기로 한 길고 복잡한 이혼을 겪었다. 이혼 직후 Barbara는 

업계의 회합에 참석했다. 그녀와 Frank는 둘 다 업계에서 사랑받

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하지만 물론 아

무도 감히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 회합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

의 동료 중 한 명이 더 이상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했다. 디

저트를 먹는 동안, 그녀는 Barbara에게 몸을 기울여 나직한 목소

리로, “Barbara, 당신과 Frank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라고 

물었다.

Barbara는 무례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그저 체리쥬빌레를 한 스푼 

먹으면서, “우리는 헤어졌지만 회사에는 영향이 없어요.”라고 말했

다.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여자는 더욱 집요하게 물었다. 

“두 분은 여전히 함께 일하는 건가요?” Barbara는 자신의 디저트를 

또 한 번 먹으면서 정확하게 똑같은 어조로 “우리는 헤어졌지만 회

사에는 영향이 없어요.”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실망한 질문자는 쉽

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분이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

고 있나요?” Barbara는 그 여자의 자제하지 못하는 고집에 조금도 

혼란스러운 기색 없이 자기 접시에 있는 마지막 체리를 스푼으로 

떠먹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똑같은 어조로, 

“우리는 헤어졌지만 회사에는 영향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를 그만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Barbara는 내키지 않는 힐문

(트집을 잡아 따지고 물음)을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고장 

난 레코드’ 기법을 사용해서 그녀에게 큰 승자의 표지(標識)를 보여

주었다. 

해설

1. Barbara는 자신의 이혼과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계속 함께 하

는 사업에 대해 캐묻는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만 계속 하

는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므

로, 글의 제목으로는 ④ ‘같은 말 반복하기: 효과적인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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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상대

방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② ‘큰 

승자의 표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1. ① 관계에서 개인의 사생활 존중하기 

②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기 

③ 정직한 대답: 진정한 우정의 표시

⑤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기 

2. ① 놀라운 기억력을  

③ 성가신 대답을 

④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⑤ 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을

1등급 구문노트  

3행 They suffered a long and messy divorce [that resulted in 
them keeping the business jointly but not having to deal with 
each other]. :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 a long 
and messy divor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them은 뒤에 

있는 동명사 keeping과 not having의 의미상 주어이다. 

17행 Barbara, [appearing not the least disturbed by the 
woman’s incontinent insistence], scooped the last cherry out 
of her dish, smiled, looked directly at her, and said in the 
identical tone of voice, 〜. : Barbara가 문장의 주어이며, 동사 

scooped, smiled, looked, said가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appearing은 ‘동시상황(~하면서)’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이

끈다.

어휘  

●    megastar [mgst] n. a very famous singer or actor  대스타 

cf. ministar (megastar에 비해) 작은 스타

●    messy [] a. a messy situation is complicated and 
unpleasant to deal with  혼란스러운, 성가신   

●    dare [] v. to be brave enough to do something that is 
risky or that you are afraid to do  감히 〜하다  

●    outright [] ad. clearly and directly, without trying to 
hide your feelings or intentions  거리낌 없이, 즉각  

●    contain [] v. to control strong feelings of anger, 
excitement, etc.  (감정 따위를) 안으로 억누르다, 억제하다 

●    hushed [] a. having the sound level reduced, especially 
used of the noise of conversation  조용해진; 비밀의  

●    unruffled [] a. calm and not upset by a difficult situation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침착한  

●    pump [] v. to ask someone a lot of questions in order to 
get information from them  집요하게 물어 알아내다 

●    interrogate [] v. to ask someone a lot of questions 
for a long time in order to get information, sometimes using 
threats  질문하다; 심문하다 cf. interrogator  질문자, 심문자  

●    incontinent [] a. lacking self-restraint  자제할 수 없는 

●    insistence [] n. when you demand that something 
should happen and refuse to let anyone say no  고집, 강요  

●    scoop [] v. to pick something up or remove it using a 
scoop or a spoon  (숟가락으로) 뜨다, 퍼내다  

●    badge [] n. something that shows that you have a 
particular quality  표지(標識), 상징   

3 ~ 4  3 ②  4 ②

해석   

오랫동안, 비교심리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동물이 도구를 이용했는지 궁금했고, 동물원에서 동물 행동을 연

구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답이었음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처

음에, 그들이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를 관찰해 수집한 데이터는 인

간 이외의 동물들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뒷

받침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연구원들은 동물원 침팬지들이 동물

원에는 어떠한 도구도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게와 드라이버

와 같은 도구들을 주었지만 그 침팬지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이용하

지 않았다. 마침내, Jane Goodall이라고 불리는 특별히 영특한 조

사자가 침팬지들과 함께 자연적인 환경에서 관찰하려고 숲으로 옮

겨 갔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가져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나뭇잎을 벗겨내고, 길이에 

맞게 다듬어, 흰개미탑 안으로 그것을 담가서 그 막대기에 매달려 

있던 흰개미들을 핥아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록 그 막대기

가 인간의 도구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조사자들은 그것

이 적절한 침팬지 도구라고 생각했으며, 더 깊은 조사는 그 도구의 

이용을 확인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제 새와 같은 다른 동물들 또

한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주의적인 관찰

이 없었다면, 연구원들은 여전히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관찰하며 빈둥거리고 있을 것이다.

해설

3. 인간 외의 동물이 도구를 이용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과정에서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가 도구를 이용하는지 알아내는 것에는 한계

가 있었고, 자연에서의 관찰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

용으로 보아 ② ‘답을 위해 야생으로 가라’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4. 동물원 연구의 한계를 Jane Goodall이 자연 속에서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깨달은 도구 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이 

있는 문장은 ② ‘자연의(natural)’ 환경에서 관찰하기 위해 침팬지

들과 숲으로 갔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1등급 비법노트

3. ① 침팬지는 고아를 입양한다!

③ 사육되는 동물들의 비참한 삶

④ 동물원이 우리가 알길 원하지 않는 비밀들

⑤ 침팬지는 경쟁보다 팀워크를 선호한다

4. ① 고정된 ③ 학구적인 ④ 작은 집단의 ⑤ 잘 구성된

1등급 구문노트

4행 In i t ia l ly, the data they col lec ted by observ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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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mpanzees in zoos supported the general belief [that 
animals other than humans did not use tools]. : they collected 
~ zoos 구문은 앞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that 혹은 which가 생략

된 형태로 the data를 수식하며, the general belief와 that 절은 동

격을 나타낸다.

17행 [Without naturalistic observation], researchers would 
still be sitting around watching zoo animals not using tools. : 
Without ~은 If it were not for naturalistic observatio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watching zoo animals not using tools는 ‘~하면서’라

는 의미의 분사구문으로 쓰였다. 

어휘  

●   investigator [invéstəgèitə] n. someone who investigates 

things  조사자  

●   setting [sétiŋ] n. the place where something is or where 

something happens, and the general environment  환경

●   peel off   to take off  벗겨 내다 

●   trim [trim] v. to make something look neater by cutting small 
pieces off it  다듬다

●   contend [kənténd] v. to say that something is true or is a fact  
주장하다  

●   capacity [kəpǽsəti] n. someone’s ability to do something  능력 

독해 속 수능 구문 1 ①  2 ② 

해석   

비행기에는 그 항공기의 기계 장치와 조종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블랙박스’, 즉 자료 기록 장치가 있다. 추락 사고에 뒤이

어, 이러한 블랙박스는 흔히 조사자들에게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밝혀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판매되

는 모든 새 차에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치가 장

착되어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사건 자료 기록 장치(EDR)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를 각 자동차의 에어백 장치에 부착시키고 있다. 이 장치는 

끊임없이 자동차의 시스템을 모니터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동차의 

속도, 연료 조절 장치의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 사용과 같은 특징

과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

록한다. 감지 장치가 충돌을 탐지하면, EDR은 그 자료들을 그 상

태에서 멈추게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어느 사고에서 자동차를 전복시켜서 그의 

승객이 사망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자동차의 EDR은 그 도로

의 제한 속도가 시속 45마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직전에 그

가 시속 114마일로 주행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 사건의 결

과로, 그 자동차의 EDR 장치에서 나온 자료가 법정 소송과 보험

사 조사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그 사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다른 설명을 제시했지만, EDR이 그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해 줌으로써 객관성 있는 목

격자 역할을 했다.

해설

1. 최근 자동차에 설치되고 있는 EDR 장치는 항공기의 블랙박스

와 같은 역할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

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

제는 ① ‘EDR: 자동차를 위한 블랙박스’가 가장 적절하다.

2.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되고 있는 사고는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과

속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밑줄 친 the driver’s fault는 ‘속도위반’

임을 유추할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1. ② EDR 장치의 문제점   

③ 새로운 종류의 자료 기록 장치   

④ 에어백: EDR의 보금자리   

⑤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작동하는 방식

1등급 구문노트

10행 When sensors detect a collision, the EDR freezes the 
data, providing a portrait of what was happening when the 
accident occurred. : providing 이하는 분사구문으로 연속동작을 

나타낸다. what이 이끄는 절은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문이다.

어휘  

●     throttle [] n. a piece of equipment that controls the 
amount of fuel going into a vehicle’s engine  (자동차의) 연료 조절 

장치 

●     collision [] n. an accident in which two or more 
people or vehicles hit each other while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충돌 (= crash) 

●     freeze [] v. to fix something at a particular level and not 
allow any increases  멈추게 하다; 동결시키다 

●     flip [] v. to turn over quickly, or to make something turn 
over  홱 뒤집(히)다  

●     case [] n. a question or problem that will be dealt with 
by a law court  소송 

●     insurance [] n. an agreement in which you pay a 
company money and they pay your costs if you have an 
accident, injury, etc.  보험 

●     version [] n. someone’s description of an event, 
especially when it is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given by 
another person  (개인적·특수한 입장에서의) 설명, 의견

●     objective [] a. based on facts, or making a decision 
that is based on facts rather than on your feelings or beliefs  
객관적인 (↔ subjective 주관적인) 

17 장문의 이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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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2 ①     3 ②     4 ①     5 ②     6 ④     7 ④     8 ①    

9 ⑤ 10 ③ 11 ②

14~17 pp.156~163

1 ② 

해석   

Osborn은 아래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어두워진 창문 옆에 섰다. 

안개가 짙었으며, 차량은 거의 없었다.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

무도 없었다. 창문에 커튼을 다시 치고, 그는 앉아서 작은 램프를 

켰다. 그는 자신이 반세기 동안 숨어 있어 왔던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재빠르게 돌렸다. 그는 문을 노려보면서, 그의 마음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약 McVey라면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

거나, 그의 열쇠를 사용할 것이다.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하

자, Osborn의 손가락은 총을 꼭 쥐었다. (누군가가) 문이 잠겼는지 

확인될 만큼 문을 안쪽으로 밀었다. 곧 미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는 총자루에 땀이 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

어날지는 복도에 누가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해설

Osborn은 방에 숨어 있는 상태로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더니 

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Osborn은 총을 들고 누군지 확

인하려 하고 있다. 총을 잡은 손에 땀이 난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

가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nervous and frightened) 있음을 알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침착하고 안도한

③ 기대에 차고 들뜬

④ 절망하고 낙심한

⑤ 의기소침하고 비탄에 잠긴 

1등급 구문노트

10행 He could feel the sweat build up in the grip of the gun. : 
지각동사 feel의 목적격 보어로는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를 써야 

하므로 build up이 왔다. 

2 ① 

해석   

여러분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시련을 겪습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은 지하철 차량에 밀치락달치락하며 들어갑니다. 

너무 적은 수의 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혹은 어떤 차량은 고장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같이 탄 다른 승객들에 끼여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또 다시, 고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 

선로 보수로 인해 최소 20분을 지체하게 됩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안 됩니다. 여름이면 차량이 완전히 찜통입니다. 냉방장치는 어떻

게 되었냐고요? 또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동료 통근자 여러분에게 

저를 뽑아 주신다면 이 비참한 상황을 바꿀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제대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투표를 하는 것

입니다. Henry Ortega에게 투표하는 것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안

락한 지하철에 투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고장이로군!’이라는 말

을 결코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해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자신을 뽑아 줄 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뽑

아 주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I promise you, fellow commuters, that if you elect me, I 
will change this deplorable situation. : you와 fellow commuters
는 동격으로 ‘~인 …’라고 해석한다. 또한 that절 속의 if절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므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여 쓰였다.

3 ② 

해석   

오후 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덥고 습한 하루였다. 10살짜리 Jeremy
는 자신의 축구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잊어서, 코치는 그가 샌들

을 신고 골키퍼를 보도록 했다. 그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는 지

평선에서 팽창하는 뇌운의 완벽한 모습을 보았다. 시합이 오래 지

속됨에 따라,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여름 낮에 남부 미네소타에서

는 뇌우가 빠르게 불쑥 찾아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eremy와 그의 팀 동료들은 첫 빗방울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것

을 보고 놀랐다. 하프타임 때까지 비가 퍼붓고 낙뢰가 축구장에 충

분히 가까이 있어서 심판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단시켰다. Jeremy
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축구장 옆에 있는 캔버스 텐트에서 

팀 동료들과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들은 구름의 바닥에서 깔때

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

닫기 전에, 토네이도가 땅을 향해 빠르게 회전하며 하늘에서 나선

형으로 하강했다. 그 토네이도가 축구장에 착륙했다.

해설

아이들의 축구 경기장에 보통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토네이도가 들

이닥치는 상황이다. ② ‘무섭고 다급한’이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

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활기차고 흥겨운

③ 고요하고 평화로운

④ 재미있고 즐거운

⑤ 흥미진진하고 매우 신나는

1등급 구문노트

3행 From where he stood, he had a perfect view of 
thunderclouds swelling on the horizon. : where he stood는 전

치사 From의 목적어이며, swelling on the horizon은 바로 앞의 

thunderclouds를 수식하는 어구이다. 

11행 Before they realized what has happening, a tornado was 
spiraling down from the sky, spinning fast toward the gr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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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s happening은 부사절의 동사 realized의 목적어이며, 

spinning fast toward the ground는 문장의 주어인 a tornado를 의

미상 주어로 하는 분사구문이다.

4	 ①	

해석   

바로 그 바다가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었다고는 믿기가 어려웠다.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을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 와서 마치 

줄지어 있는 3층짜리 집처럼 그의 부서질 듯한 보트 위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 파도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 보트와 부딪쳐

서 그를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내동댕이치며 급행열차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수

면 위로 와서 뒤집힌 채 떠 있는 그의 보트만 발견했다. 그는 멀리 

해안선을 볼 수 있었지만 그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

었다. 진정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익사하거

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몇 분 이내에 죽게 될 상황이었다.

해설

조용하던 바다에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덮쳐 보트가 뒤집힌 ① ‘위

급하고 불길한’ 상황을 묘사한 글이다. 첫 문장의 the same sea 
had been so quiet and tranquil만 보고 peaceful and serene을 고

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② 평화롭고 고요한

③ 고무적이고 희망에 찬

④ 우울하고 울적한 

⑤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1등급 구문노트

5행 He struggled with all his strength and finally surfaced—

only to see his boat floating upside down. : only 다음에 오는 

to부정사는 「결국 ~하다」라는 의미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

법으로 사용된다.

7행 Unless something truly miraculous happened, he would 
perish within a few minutes, either from drowning or (from) 
decreased body temperature. : 접속사 Unless는 <If ~ not> 「만약 

~이 아니라면」의 의미이다.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의 하

나」의 의미이며, or 뒤에는 반복되는 전치사 from이 생략되어 있다.

5	 ②	

해석   

Smith 씨께, 

컴퓨터 언어학 협회의 제38차 연례 회의가 2015년 10월 1일

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ACL 
회의는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회의입

니다. 저는 귀하가 이 회의에서 초청 연사로 기꺼이 연설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 보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초

청 강연은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이 될 

것입니다. ACL은 귀하께서 속해 계신 기관에서 회의장까지

의 일반석 항공 운임과 회의 기간 동안 지내실 호텔 숙박 시설

에 대한 비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 초빙에 응해 주

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am Parker 올림

해설 해설

I am writing to ask whether you would be willing to present a 
talk at the conference as an invited speaker.에서 ACL 회의에 

초청 연사를 초빙하기 위해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The 3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is to be held in Hong Kong ~. : 
<be＋to부정사> 용법으로, 여기서는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6	 ④	

해석   

안경을 쓰고 키가 큰, 매우 마른 남자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굽히더니 내 얼굴에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내 

얼굴에 발랐던 모든 것을 바셀린으로 닦아내더니 다시금 산뜻한 색

으로 시작했다. 그는 또한 내 얼굴에 오일을 발랐다. 그런 다음 그

는 내 얼굴 전체를 거무스름한 색조로 덮었다. 내 화장이 끝났을 

때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분장사의 기술에 기뻤다. Paul과 다

른 이들이 내 분장실에 들어와서는 내 모습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곧 내가 무대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가구 위치의 변화로 

인해 불안했다. 안락의자는 부자연스럽게 벽으로부터 앞으로 이동

되었으며 탁자는 앞과 너무 가까웠다. 나는 바로 가장 눈에 잘 띄

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대사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 찌푸린 이마는 긴장

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해설

분장이 잘된 것을 두고 자신도 만족스럽고 동료들도 축하하는 상황

에서 무대 가구의 배치로 자신이 연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불안해하는 상황으로 심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④ ‘만족스

러운 → 걱정스러운’이 ‘I’의 변화된 심경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지루한 → 지친

② 화난 → 신난

③ 걱정스러운 → 안심한

⑤ 부끄러운 → 기쁜

1등급 구문노트

11행 I thought that this could keep me from an automatic 
delivery of my lines : <keep ~ from …>은 「~가 …인 것을 막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쓰였다.

유형 다잡기 14~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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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7 ④  8 ①  9 ⑤  

해석   

(A)
어느 시원한 9월의 밤, 뉴욕의 Yankee 스타디움에서, 파울볼이 아

홉 살 정도 되는 한 소년에게 곧바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이

와 같은 순간을 소망하며 그날 밤 그 경기에 왔었다. 그는 목에 값

싼 쌍안경 하나를 두르고, 아주 큰 Yankees 모자를 쓰고 작은 글러

브를 끼고 있었다. 

(D)
그 파울볼은 이 소년의 죽 뻗은 손을 향해 곧바로 호를 그리고 있

었는데, 갑자기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소년 위로 손을 내밀었다. 

소년을 옆으로 밀치면서 그가 그 공을 잡고 말았다. (그가) 밀치는 

와중에, (소년의) 플라스틱 쌍안경은 부서졌고, 엄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의심할 여지없이 좌절했다. 좌측 경기장 관중석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고, 잠시 동안의 고요함 뒤

에 누군가가 “아이에게 공을 주시오!”라고 외쳤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공을 주시오!”라고 소리쳤다. 몇 열이 일제히 “아

이에게 공을 주시오!”라고 함께 외쳤다. 

(B)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주머니 안으로 그 공을 

넣었다. 그것은 좌측 경기장 전체의 관중들을 자극했고, 한목소리

로 그들은 “아이에게 공을 주시오!”라고 반복해서 소리치기 시작했

다. 그것은 심지어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에게 공을 주

시오!”라고 외치고 있을 때까지 전체 경기장으로 퍼져 갔다. 선수들

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경기장에서 관중석 쪽을 올려다보

기 시작했다.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완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

다. 마침내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뿔테 안경을 쓴 남자에게 걸

어가 그에게 부드럽게 몇 마디 말을 했다.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그의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아이에게 공을 주었다. 

(C)
“그가 아이에게 공을 주었다!”라고 누군가가 외쳤다. 그러자 전체 

관중석은 “그가 아이에게 공을 주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경

기장 주변에 박수 소리가 물결을 이루었다. 그때 훨씬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파울볼이 좌측 경기장 관중석에 

떨어지자, 그것을 잡은 한 남자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에게 걸어가

서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뿔테 안경을 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것을 받았다. 더욱더 열광적인 박수

가 관중들로부터 나왔다. 전체 관중은 사려 깊은 배려에 관한 우화

를 목격했다. 

해설

7. 한 소년이 쌍안경과 큰 모자, 작은 글러브를 착용하고 야구 경

기를 관람하고 있었다는 (A) 이후, 아이에게 날아온 파울볼을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밀치고 받자 누군가가 아이에게 공을 주라고 외

쳤다는 (D)의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고는 뿔테 안경을 쓴 남

자가 이를 무시하자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에게 공을 주라고 

외쳤고, 결국 그 남자가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B)가 

오고, 또 다른 파울볼을 받은 사람이 뿔테 안경을 쓴 남자에게 자

신의 공을 주어 관중들이 더욱 큰 박수를 쳤다는 내용의 (C)로 글

이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8. (a)는 야구장에 온 소년을 가리키는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뿔테 

안경을 쓴 남자를 지칭한다.

9. 또 다른 파울볼, 즉 두 번째 파울볼이 좌측 경기장 관중석에 떨

어지자, 어떤 남자가 그것을 잡아서 뿔테 안경을 쓴 남자에게 주었

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He had obviously come to the game that night hoping for 
just such a moment. : hoping ~ moment는 분사구문으로  ‘~하

기를 바라면서’로 해석하며, 현재분사 hoping의 의미상 주어는 문

장의 주어인 He이다.

10행 Horn Rims remained stubbornly firm. : remain은 형용사

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며, 뒤에 온 stubbornly는 보어가 아니라 

뒤의 보어 firm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10 ~ 11 10 ③  11 ②  

해석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정착하는 동안,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집

단들은 그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살아 왔던 땅에서 쫓겨났다. 강제 

이주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들 중 하나는 체로키 인디언들의 이동이

었는데, 그들은 미국 동부로부터 오클라호마 주에 이르기까지 줄

곧 이동되었다. 도중에 4천 명 이상이 사망했던 이 길고도 쓰라린 

행로는 체로키 족에게 ‘눈물의 길’로 알려졌다.

그들은 일찍이 서서히 잠식하는 유럽인들과 전쟁을 벌였었지만 

1830년대에 이르러 조지아 주의 북부에 살던 체로키 족은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꿔 유럽계 미국인들의 많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

다. 선출된 부족 평의회와 미국의 헌법과 유사한 헌법은 낡은 씨족

제도라는 통치방식을 대체했다. 사람들은 유럽계 미국인들이 입는 

방식대로 옷을 입었고, 사냥꾼에서 재배자로 변신하여 개간된 들

판과 대규모 가축 무리를 갖춘 번창한 농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

나 그들이 새로운 관습을 받아들인 것이 주변의 정착민들을 무마시

키지는 못했는데, 정착민들은 특히 그곳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 풍

요로운 체로키의 땅을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835년에 자신들의 법을 무시하는 유럽인 정착민들에게 실망한 3
백 명가량의 체로키 인디언들은 그들의 땅을 5백만 달러를 받고 내 

주며 오클라호마 주로 이동하기로 합의했다. 체로키 족의 절대 다

수가 그 합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

었다. 1838년과 1839년 사이에 약 1만 7천 명의 체로키 족들이 

강제로 이동되어, 일부는 도중에 병으로 죽고, 또 다른 일부는 혹

독한 추위에 식량 공급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자부심을 갖고 

평화롭게 살던 이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파괴된 것이었다.

해설

10.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체로키 인디언들이 침략하는 

유럽인들에 의해 머나먼 곳으로 추방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겪은 역

사적 사실을 서술한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③ ‘체로키 인디언의 

비극적 운명’이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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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로키 부족들이 유럽계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많이 받아들

여 의회와 미국 헌법과 유사한 헌법을 만들고 미국인들이 입는 방

식대로 옷을 입는 등 새로운 관습을 받아들였지만 그 땅에 대한 정

착민들의 탐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② ‘새

로운 관습을 받아들인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10.  ① 체로키 인디언들의 적개심

② 1830년대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   

④ 체로키 인디언들이 소유한 풍요로운 땅   

⑤ 체로키 족이 그들의 관습을 보전했던 방식

11.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③ 점점 자라는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

④ 불평등한 대우에 저항하는 것

⑤ 그들 자신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믿는 것

1등급 구문노트

9행 An elected tribal council and a constitution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replaced the old clan system of 
government. : that은 앞의 명사 constitution을 대신하는 대명사

이다.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는 형용사구 역할을 하

여 앞의 a constitution을 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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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1  |   수능 어법

1 bought        2 are located 3 have never forgotten 

4 had never flown  5 arrive

01 동사의 시제 p.166

해석

1. 그는 3일 전에 애완동물 가게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샀다. 

2.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에 위치해 있다.

3. 나는 그때 이후로 그녀의 미소를 잊어 본 적이 없다. 

4. 그들은 전에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

했을 때 매우 초조했다.

5. 당신은 영국에 도착하면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해설

1. 과거를 나타내는 어구 three days ago가 있으므로 과거 시제 

bought를 써야 한다. 

2.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므로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3.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므로 현재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4. 기준 시점이 과거이고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비행기를 타 본 경

험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과거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5.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를 대신해 쓰인다. 

어휘

●   immigration control   the place at an airport, seaport, etc. 
where officials check the documents of everyone entering 
the country  출입국 관리(소)

1 is  2 are 3 is 

4 was, were 5 is

02 동사의 수 일치 p.167

해석

1.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2.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음악을 몹시 좋아한다.

3.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4. 그 도시의 3/4이 파괴되었고, 주민들의 1/4이 목숨을 잃었다.

5. 이 나라들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 간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설

1. to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2.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동사의 수는 B에 일치시킨다.

수능 어법·어휘편PART II 

3. <The number of＋복수명사>는 단수동사로 받으므로 is가 적절

하다.

4. <분수를 나타내는 어구＋of＋명사>는 of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동사를 일치시킨다.

5. 주어는 issue이고 facing these countries는 주어를 꾸며 주는 

수식어이므로 단수동사 is가 적절하다.

어휘

●   be fond of   to like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you 
have liked for a long time  ~을 좋아하다

●   inhabitant [inhbtnt] n. one of the people who live in a 
particular place  주민 

●   issue [u] n. a problem or subject that people discuss  문제

1 broadcast(ed)  2 playing 

3 Either you were late 4 to write 

03 병렬구조 p.168

해석

1. 컴퓨터 기술은 한 작품이 공연되고, 방송되고, 체험되는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2. 흡연은 거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3. 네가 늦었든지 아니면 내가 일렀다.

4. 그는 우리에게 책을 덮고, 펜과 종이를 꺼내서, 짤막한 작문을 

쓰라고 요구했다.

해설

1. <A, B, and C> 식으로 나열된 일련의 항목에서 <A = B = C>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며, 보통 마지막 항목 C 앞에 and를 넣는다. 

따라서 broadcast의 과거분사형인 broadcast(ed)로 고쳐야 한다.

2. 주어가 동명사(Smoking cigarettes)이므로 as 다음에 비교되는 

대상도 동명사여야 한다.

3. <either A or B> 구문에서 A와 B의 문장 성분이 같아야 하는

데, B가 절이므로 A도 절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either는 you 앞
에 와야 한다.

4. to close ~와 to take out ~은 동사 asked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는 to부정사구이다. 따라서 등위접속사 and 뒤에도 to부정사구

가 와야 한다.

어휘

●   Russian roulette   a game in which you risk killing yourself 
by shooting at your head with a gun that has six spaces for 
bullets but only one bullet in it  러시안룰렛 (탄환이 한 발 들어 있는 

연발 권총을 가지고 하는 생사를 건 내기)

●   theme [im] n. a short piece of writing on a particular 
subject  (과제의)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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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2 ②

p.169
01~03

1 ① 

(A) 동사의 수 일치 

(B) 보어로 쓰인 현재분사 

(C) 전치사

어법 포인트

해석

수면 중인 엄마는 자기 아기 특유의 울음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인해 잊게 된 긴

밀한 유대감 형성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대체로, 이제는 어느 주택

이나 아파트에도 한 명의 갓난아기만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시험

해 볼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작은 마을 부락에 있는 자그마한 오두

막에 살았던 고대 부족의 아기 엄마는 밤중에 아기들 중 어느 누가 

울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 중 하나가 먹을 것 때문

에 울 때마다 그녀가 일어난다면, 그녀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이다. 진화의 과정 동안 그녀는 자신의 특정 아기의 소리에만 깨어

나도록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러한 민감성은, 거의 사용되지는 않

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해설

(A) 주격 관계사절의 동사의 수를 선행사인 one에 일치시켜야 하

므로 has가 적절하다.

(B) <지각동사(hear)+목적어(any of the babies)+현재분사

(crying)>구문의 일부이며, any of the babies가 ‘울고 있는(crying)’
이란 의미가 적절하므로 현재분사를 쓴다.

(C) 뒤에 the course of evolution이란 명사구가 이어지므로 전치

사 During을 쓴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If she woke up every time one of them screamed for 
food, she might get no sleep at all. : 조건절에 과거시제 동사, 

주절에 조동사 might가 쓰인 가정법 과거 시제의 문장이다.

어휘

●   identify [aidéntəfài] v. to recognize and correctly name 

someone or something  식별하다

●   bond [bɔ꞉nd] v. to develop a close connection or strong 

relationship with someone  유대감을 형성하다

●   tribe [traib] n. a social group consisting of people of the same 

race who have the same beliefs, customs, language, etc.  부족, 

종족

●   settlement [sétlmənt] n. a group of houses and buildings 

where people live, especially in a place where few people 

have lived before  부락, 촌락

2  ②

① 관계대명사 that

② 동사의 수 일치  

③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목적

④ 부사 : 동사 수식

⑤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구

어법 포인트

해석

산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산소)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 궁극적인 생명력은 미토콘드

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세포로 된 에너지 공장에 있는데, 그것은 우

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산소를 연소한다. 그러나 호흡은 대가를 

치른다.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산소의 연소는 활성 

산소라는 부산물을 배출한다. 그것들(활성 산소)은 지킬박사와 하이

드 씨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

다. 예를 들면, 신체가 감염원과 싸워 물리치기 위해 동원될 때, 그

것(신체)은 침입자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활성 산소를 

한바탕 만들어 낸다. 다른 한편으로, 활성 산소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세포의 단백질을 

부식시키고, 얇은 세포막을 뚫으며 세포의 유전자 코드를 부패시켜

서 결국 세포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죽어 버

린다. 방어자인 동시에 보복자로서 생명체의 일부가 된 이러한 난폭

한 활성 산소는 노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인자이다. 

해설

② 문장의 주어인 The combustion of oxygen을 that이 이끄는 관

계사절이 수식하고 있고, 목적어인 by-products를 called가 이끄

는 분사구가 수식하고 있어, 결국 문장의 동사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분사 sending을 문장의 동사가 되도록 sends로 바꿔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선행사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를 수식하는 관계대명

사이며,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선행사를 설명하는 분사구

(called mitochondria)가 삽입된 형태이다.

③ ‘목적(~하기 위해)’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④ 문장의 동사 move를 수식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⑤ which are built into ~와 같은 의미로 These fierce radicals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분사구이다. These fierce radicals는 

build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가 쓰였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On the other hand,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 ~. :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

황을 말할 때 쓴다. 주어는 free radicals이고 동사는 move인 문장

에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4개의 분사구문이 and에 의해 병렬로 

연결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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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combustion [] n. chemical activity which uses 
oxygen to produce light and heat  (물질의 화학적) 연소 

●   mobilize [] v. to encourage people to support 
something in an active way  동원되다〔하다〕

●   infectious [] a. an infectious illness can be passed 
from one person to another, especially through the air you 
breathe  감염성의 

●   agent [] n. someone or something that affects or 
changes a situation  동인,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사람〕; 인자

●   burst [] n. a short sudden effort or increase in activity  
(갑자기) 한바탕 ~을 터뜨림; 돌발, 격발  

●   avenger [vnd] n. a person who do something to hurt or 
punish someone because they have harmed or offended him  
보복자 

② 주어 Stories는 ‘이야기 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가 적절하다. 

④ where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가 small pieces이므로 복수형 동

사 were가 알맞다. 

⑤ 문맥상 주어 People을 수식하여 ‘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능동

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watching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To protect their secrets, alchemists wrote in code so 
(that) no one else could read their writings. : To protect는  

‘~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so (that)는 ‘~하도록’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절

을 이끈다.

2  ④

(A) 수동태

(B) 병렬구조 

(C) 동사의 수 일치 

어법 포인트

해석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점에서 극적인 역사상의 변화가 있어 왔

다. 옛날에,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는데, 부모는 그들의 

자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었다. 보통,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가족들이 생존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한 빨리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했는데, 정원이나 들에서 일을 

하거나, 식량을 사냥하거나,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다. Hendrick은 

영국의 역사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흥미로운 

개념화를 제시하는데, 17세기 후반의 ‘자연의 아이’, 19세기 중반

에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에서 20세기 초반의 ‘심리학적인 아이’로 

이어진다. 점차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독특한 심리학적인 욕구를 

가진 개인으로 보기 시작한다.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유년 시절

이라는 전용적인 시기 개념이 하층 계급과 중하층 계급으로 확대되

었다. 

해설

(A)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were 
considered가 나와야 한다. 

(B) working과 hunting과 마찬가지로 등위접속사 and에 의해서 

연결되므로, helping이 나와야 한다. 

(C) 조동사 did가 쓰였으므로, 과거형이 아닌 동사원형인 extend
가 나와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10행 Gradually, parents began to perceive children as 
individuals with unique psychological needs. : <perceive A as 
B>는 ‘A를 B라고 인식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1행 Not until the late 19th century did the idea of a 
dedicated time period of childhood extend into the lower and 
lower-middle classes. : not until이 이끄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조동사 did가 주어를 선행하는 도치구문이 쓰였다. 

1 ③    2 ④    3 ④

01~03 pp.170~171

1  ③ 

① 동사의 시제

② 수동태 

③ 동사의 시제

④ 동사의 수 일치

⑤ 현재분사

어법 포인트

해석

금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의 비밀도 깨우칠 것이라고 믿었다. 연금술

사들의 주술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자신들의 비밀

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은 다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글

을 읽을 수 없도록 암호로 글을 썼다. 물론, 이제껏 어느 누구도 납

을 금으로 바꾸지 못했지만, 일부 부정직한 연금술사들은 사람들

을 속였다. 그 연금술사들은 작은 금 조각들이 숨겨진 밀랍으로 된  

밑바닥이 있는 용기들을 사용했다. 그 용기가 가열되면, 밀랍은 녹

았고 금은 납과 안에서 섞였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납의 일부가 

금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해설

③ 앞에 나온 과거형 시제 wrote에 맞춰 so 이하의 동사도 could 
read가 되어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나타내므로 시

제의 일치에서 예외적으로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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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④ 

① 현재완료 시제 

② 관계부사 how를 대신하는 the way

③ 분사구문 

④ 병렬구조 : 동사 

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목적 

어법 포인트

해석

최근 수십 년간, 시인들은 시를 읽는 즐거움의 일부는 그 시를 인

쇄된 상태로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많은 시인들이 시의 외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 오며 (시

의) 형태가 독자들의 시 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는 전통적으로 짧은 몇 줄에 보이는, 감정과 체험을 표현한 글로 

간주된다. 그러나 시각적인 시는 글자, 단어, 또는 기호들의 배열

을 통해서 시인의 뜻을 전달한다. 그것은 시를 시각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단어와 이미지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그것들 사이에서 

의미를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해설

④ expressed는 의미상 앞의 appears와 병렬구조를 이루어 관계대

명사 that절의 동사 역할을 하므로 expresses로 고쳐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For recent decades와 함께 쓰여, 

‘계속’의 의미로 사용된 현재완료 시제이다.

② ‘그것이 보이는 방식’의 의미로 the way는 관계부사 how로 바

꿔 쓸 수 있다.

③ and they understood를 줄여 쓴 분사구문이다. 

⑤ ‘~하기 위하여’의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이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Poetry is traditionally thought of as writing that  
appears ~. : People traditionally think of poetry as writing that 
appears ~의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한 표현으로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think of 와 같

은 동사구는 수동태로 전환될 때 하나의 동사로 간주된다.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 writing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다.

1 how 2 what 3 which〔that〕

4 why 5 whose 

04 관계사 p.172

해석

1. 이것이 우리가 이를 닦는 방식이다. 

2. 당신은 사야할 것의 목록을 적는 것이 낫다.

3. 지난밤에 내가 잤던 침대는 별로 편안하지 않았다.   

4.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주소를 몰랐기 때문

이었다.

5. 자신의 일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

들이다.

해설

1. 이를 닦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사 how가 

적절하다. 다른 관계부사와는 달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같이 

쓸 수 없다. 

2.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절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

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3. 뒤에 이어지는 절에서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목

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한다. 선행사가 사물(The bed)이므로 

which와 that 둘 다 쓸 수 있다.  

4. 선행사가 The reason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를 

써야 한다.

5. 선행사가 사람이고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므로 소유격 관계대명

사 whose를 써야 한다.

 

1 that 2 When 3 whether

4 because of 5 or

05 접속사 p.173

해석

1. 그가 회복될 가망은 거의 없다.

2. 젊을 때 우리는 희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3. 문제는 그 남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이다. 

4. 어획량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감소할지도 모른다. 

5.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해설

1. possibility와 he will recover가 동격의 관계이므로 동격을 이

끄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2. ‘젊을 때’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when이 알맞다. when, 
while 등이 이끄는 부사절에서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

으면 <주어＋be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인지 어떤지’의 의미로 문장 내에서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을 이끌어야 하므로 whether가 적절하다. 

4. 뒤에 명사구 global warming이 왔으므로 구전치사 because of
가 적절하다. 

5. 내용상 <명령문＋or ~> 「~해라, 그렇지 않으면 …」 구문이다.

1 This 2 that 3 its 

4 it 5 herself

06 대명사 p.174

Unit 1 수능 어법    61

한끝영어(유형편)-정답Part2(58~75).indd   61 16. 12. 7.   오전 2:02



해석

1. 그녀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는 깜짝 놀랐다.

2. M&G의 커피는 Cafe Village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맛이 진하다.

3. 나는 애완동물로 도마뱀을 기른다. 그것은 자신의 긴 꼬리를 이

용해 거꾸로 매달리기를 좋아한다.

4. 이 꽃들은 향긋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그 냄새를 가

루받이 곤충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다.

5.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 Sue는 자신의 생일날 스스로에게 스웨

터를 사 주었다.

해설

1.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이므로 단수 대명

사가 적절하다. 

2. of 이하의 수식을 받으면서 앞에 쓰인 The coffee를 가리키므로 

단수 대명사가 적절하다. 

3. 문장 구조상 앞에서 long tail을 수식할 수 있는 소유격이 적절

하다.

4. 문맥상 They가 These flowers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use의 목

적어는 a sweet smell을 지칭하는 it이 적절하다. 

5. 스웨터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Sue 자신이므로 재귀대명사가 적

절하다. 

어휘

●   upside down   in such a way that the upper and the lower 
parts are reversed in position  (아래위가) 거꾸로     

cf. hang upside down  거꾸로 매달리다 

●   pollinate [] v. to give a flower or plant pollen so that 
it can produce seeds  ~에 수분하다, ~에 가루받이하다      

cf. pollinator (곤충 등) 꽃가루 매개자  

으르렁거리거나 기분 좋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꿈속에서 사냥을 하거나 쥐를 쫓으러 밖으

로 나가는 것일 수 있다! 고양이는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다. 사실상, 평균적인 고양이는 힘을 절약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일 13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낮잠을 잔다. 야생에 사는 고양

이는 이른 아침과 밤에 가장 활동적인데, 그때 대부분의 사냥을 한

다. 길들여진 고양이들은 우리의 일상에 순응한다. 뭐라고 해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고 밤에는 잠자는 것이 더 즐거운 일 

이다.

해설

(A) 문맥상 부사 occasionally가 와서 현재분사 growling, purring
을 수식해야 한다. 

(B) 문맥상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하기 위해서)가 와야 하므

로, to save가 적절하다. to부정사의 동사원형 save와 pass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C) 관계부사 when이 와서 선행사 the early morning and 
evenings를 수식해야 한다. 관계부사절은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춘 

완전한 절이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It’s impossible to know for sure if cats dream just like we 
do. : It은 가주어이고 to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이다. if절은 동사 

know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10행 After all, it’s more fun to be awake when we are, and to 
sleep at night. : it은 가주어이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인데, to 
be와 to sleep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

●   whisker [wískə] n. one of the long stiff hairs that grow near 
the mouth of a cat, mouse, etc.  (고양이 따위의) 수염 

●   growl [graul] v. to make a long deep angry sound 으르렁거리다 

●   chase [ʧeis] v. to quickly follow someone or something in 
order to catch them  쫓다, 추격하다 

●   adjust [ədʒʌ́st] v. to change something slightly to make it fit 
or work better  순응하다, 조절하다 

●   routine [ruːtíːn] n. the things that you do every day at the 
same time  일상의 과정〔일〕

2  ③ 

① 동사의 수 일치

② 복수명사를 수식하는 other

③ 관계부사

④ 동명사

⑤ seem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

어법 포인트

해석

우리는 영화감독들이 재활용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다.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영화 제작 기획들 중 하나

인 반면에, 영화를 소설화했다고 하는 책 자체는 세련되지 못한 것

1 ④    2 ③

p.175
04~06

1  ④ 

(A) 부사 : 동사 수식 

(B)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C) 관계부사 when

어법 포인트

해석

고양이가 우리가 하듯이 꿈을 꾸는지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양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면, 때때로 그 고양이의 수염, 발, 혹은 심

지어 꼬리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다

는 것을 알 것이다. 심지어 고양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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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후발 예술이면서 동시에 혼합 예술이기도 한 영화

는 다른 서사 장르들과 항상 소통해 왔다. 영화는 처음에 대단히 강

력한 일종의 마술 공연장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린이 배우들이 등장하는 무대의 앞부분에 상응했기 때문이다. 

초창기 무성 영화 시대를 시발점으로 연극이 영화로 ‘바뀌는’ 것은 

다반사였다. 하지만 연극을 영화화하는 것은 그것의 시각적 기동성

을 (높여주는) 카메라의 개입과 같은 영화의 진정한 특색의 발전을 

촉진하지는 못했다.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대사의 공급원으로

서 소설이 (연극보다 영화에) 더 적합해 보였다. 영화의 초기 성공

작들 중 다수가 인기 소설들을 각색한 것이었다. 

해설

③의 관계대명사 which는 앞에 쓰인 the proscenium을 선행사로 

받아 ‘~인데, 그곳에서 배우가 등장한다’의 의미를 나타내야 하므

로 on which나 where로 바뀌어야 한다. 이어지는 절은 <동사＋주

어>로 도치된 형태로 actors appear on the proscenium으로 풀어 

쓸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동명사구 Adapting novels가 주어이므로 단수형 동사 is를 쓰

는 것이 적절하다. 

② 영화를 제외한 다수의 다른 장르들을 나타내며, 뒤에 복수명사

(narrative genres)가 쓰였으므로 other로 수식하는 것이 적절 

하다.

④ 동명사구 filming plays가 문장의 주어부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

하다.

⑤ 동사 seemed의 보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형용사가 쓰인 것은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Being a hybrid art as well as a late one, film has always 
been in a dialogue with other narrative genres. : Being a 
hybrid art ~는 As it is a hybrid art ~의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형태이다.

5행 Movies were first seen as an exceptionally potent kind of 
illusionist theatre,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ing to 
the proscenium of a stage, ~. : <see A as B> 「A를 B로 여기다」 

구문이 수동태로 쓰였으며, 뒤에는 and the rectangle of the screen 
corresponds to ~의 등위절이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어휘

●   adapt [] v. if a book or play is adapted for film, 
television, etc., it is changed so that it can be made into a 
film, television program, etc.  각색〔개작〕하다 

●   barbarous [] a. wild and not civilized  교양 없는, 

세련되지 못한 

●   hybrid [] n. something that consists of or comes from 
a mixture of two or more other things  잡종; 혼성물 

●   corresponding [] a. caused by or connected 
with something you have already mentioned  해당하는, 상응하는 

1 ②    2 ⑤    3 ①

04~06 pp.176~177

1  ② 

① 가주어·진주어

② 재귀대명사의 용법

③ 동사의 수 일치 

④ 재귀대명사의 용법

⑤ 관계대명사 that

어법 포인트

해석

우리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의미로부

터 정보를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미가 메시지

에 스며들게 해서, 어떤 메시지의 의미가 그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기만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저 착각

일 뿐이다. 의미는 문맥과 이전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 의미는 인

간과 같은 지식 대리인이 어떤 메시지에 제공하는 해석이다. 그것은 

그 메시지를 나르는 물리적 순서와는 다르며, 메시지 그 자체와 다

르다. 의미는 메시지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물 형

태 혹은 기계에 도달할 때 나타난다. 그것은 정보를 전송하는 잉크 

얼룩, 음파, 광선, 전기 펄스 안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해설

② us는 바로 앞의 준동사 fooling의 목적어인데, fooling의 의미

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인 We이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이

나 사물일 경우 목적어를 재귀대명사로 써야 하므로 ourselves가 

되어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it(가주어) ~ for … to부정사(진주어)’ 구문의 진주어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③ that절 안의 a knowledge agent가 주어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④ the message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의 강조 용법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강조 용법의 재귀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선행사 the blots of ink, sound waves, beams of light, or 
electric pulses를 수식하고, 뒤이어 오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올바른 표현이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Meaning emerges [when a message reaches a life-form 
or a machine with the ability to process information]. : 문장의 

동사 emerges는 자동사로 ‘나타나다’의 의미이며, when 이하 구문

은 부사절로 쓰였다. 

2  ⑤ 

(A) 조동사 do의 강조 용법

(B) 접속사와 구전치사

(C) 접속사와 접속부사 

어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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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아빠, 이곳 학교에 있으니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제게 정말 필요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랍니다. 이곳의 대중교통 체계는 그

다지 좋지 않아요. 도시에 버스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로는 

아주 드물게 오고 떠난답니다. 그 결과, 저는 돌아다니기가 너무나

도 힘들어서 그냥 기숙사에 틀어박혀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친절

하게 저를 차에 태워 주기도 하지만, 그때 그것은 그들이 모든 용

무를 볼 동안 제가 오랫동안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해요. 가령, 지난 토요일에 저는 친구 Terry가 슈퍼마켓에 갔다가 

세차도 하고 머리도 깎는 동안 오후 내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

요. 전 제가 정말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해설

(A) 일반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사용하는데, do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동사(본동사)는 원형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does have가 적절하다. 

(B) while과 during은 ‘~(하는) 동안에’라는 비슷한 뜻이지만, 전

치사 during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를 갖는 절이 올 수 없으므로, 

접속사 while을 써야 한다. 

(C) unless는 ‘만약 ~가 아니라면’의 의미인 접속사로 절을 이끄는 

반면에,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의 의미인 접속부사로서 주절 

외에 절이 따로 오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Although people are often nice enough to give me rides, 
it then means that I have to stay out a long time while they do 
all their errands. : <형용사＋enough＋to부정사>를 써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한」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while은 

‘~하는 동안에’라는 뜻의 접속사로서 뒤의 they do all their 
errands라는 절을 이끌고 있다.

3  ① 

① 대명사의 수 일치

②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③ 동사의 수 일치

④ 대명사의 격

⑤ 관계부사 where 

어법 포인트

해석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제2의 자아이다. 이 

아바타들의 상당수는 자신들의 인간 주인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동시에 어디든지 존재한다. 친목 네트

워크 사이트에서 게임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어디에나 존재

하는 듯하다. ‘Titanic’을 감독했던 James Cameron이 만든 공상과

학영화 ‘Avatar’ 또한 제2의 자아를 가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 화면을 6대4 정도로 합성한 그 영화는 새로운 

형식과 시각적인 완성도로 찬탄을 자아냈다. 그 영화에서 Jake(주인

공)는 자기 자신이 인간이면서도 인간과의 싸움에서 Na’vi 족의 편

을 든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자아와 제2의 자아가 반드시 순행하지

는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시나리오이다. 

해설

① that은 of 이하의 수식을 받으며 앞에 쓰인 명사를 대신하는 대

명사인데, 지칭하는 대상이 characteristics이므로 복수형 those를 

써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② seem의 보어로 쓰인 to부정사이다.

③ 주어가 “Avatar”이고 동격 삽입구 다음에 주어에 대한 동사가 

쓰일 자리이므로 is는 적절하다. 

④ 문맥상 The movie의 소유격이 쓰일 자리이므로 its는 적절하다.

⑤ 이어지는 절이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추었고, in a world를 대신

하는 관계부사가 쓰여야 하므로 where가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It is a realistic scenario given that we are currently living 
in a world [where ego and alter ego do not necessarily go 
together]. : given that은 ‘~인 점을 감안하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다.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와 같

이 부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1 shedding 2 our 3 Losing

4 analyzing 5 being scolded

07 동명사 p.178

해석

1. 그녀는 약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2. 의장은 우리가 그 문제를 나중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3. 일자리를 잃는 것은 재앙이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었다.

4. 정보를 분석하는 도구들은 1990년대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었다.

5. 그는 선생님께 게으르다는 꾸중을 들을까 봐 두려워한다. 

해설

1. <cannot help+-ing>는 「~하지 않을 수 없다」의 관용 표현이다. 

이는 또한 <cannot (help) but+`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cf. She couldn’t (help) but shed a few tears. 
2.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소유격 our가 적절하다.

3. was a disaster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Losing a job이라는 동명

사구가 와야 한다.

4. 전치사 뒤에 쓰였으며 information을 목적어로 취해야 하므로 

동사 역할도 할 수 있는 동명사 analyzing이 적절하다.

5. 문맥상 ‘꾸중 듣는 것’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형 동명사 

being scolded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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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understand 2 to sleep 3 for  

4 to have worked 5 not to be disturbed

08 to부정사 p.179

해석

1. 그의 강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2. 나는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자는 척했다. 

3.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그는 몇 년 동안 스페인에서 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다. 

해설

1. 형용사 hard를 꾸며 ‘~하기 어렵다’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부

사적 용법의 to understand가 적절하다. 

2. pretend는 목적어로 동사를 취할 때 to부정사가 오므로 to 
sleep이 적절하다.  

3. necessary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이므로 to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앞에는 for가 적절하다. 

4. 문맥상 ‘과거에 스페인에서 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완료형 부정사 to have worked가 적절하다. to 
work가 되면 ‘몇 년 동안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5. 문맥상 ‘방해받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수동형이 

와야 한다. 또한 to부정사의 부정은 to 앞에 부정어를 써서 표현하

므로 not to be disturbed가 적절하다. 

어휘

●   disturb [distb] v. to interrupt someone so that they cannot 
continue what they are doing  방해하다; 혼란시키다 

1 sleeping → asleep  2 many → much

3 comfortably → comfortable    

4 unintendedly → unintended 5 clear → clearly

09 형용사와 부사 p.180

해석

1.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그는 잠이 들었다.

2. 나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데, 그가 그것에 대한 많은 정

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그들은 매우 다정해서,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4. 의도치 않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5. 내가 다운로드한 사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해설

1. sleeping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쓸 수 있

으므로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asleep으로 바꿔야 한다.

2. information은 불가산명사이므로 many 대신 much로 수식해야 

한다.

3. <make＋목적어> 다음에는 목적격 보어가 올 자리이므로 형용

사 comfortable을 써야 한다.

4. 명사인 inconvenience를 수식해야 하므로 형용사 unintended
를 써야 한다. caused는 <관계대명사＋be동사>인 which was가 

생략된 형태로 inconvenience를 수식하고 있다.

5. 문맥상 수동태로 쓰인 동사를 수식하여 ‘선명하게 보이다’의 의

미를 나타내야 하므로 부사 clearly를 써야 한다.  

어휘

●   unintended [nintndid] a. not planned or meant  의도한 것이 

아닌, 고의가 아닌 ad. unintendedly

1 ②    2 ③

p.181
07~09

1  ② 

(A)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B) 보어로 쓰인 형용사 

(C)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어법 포인트

해석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한동안 출생 순서가 성인으로서의 삶에서 성

격과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 왔다. 사실, 사람들

은 적극적인 태도나 수동적인 성향과 같은 성격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출생 순서를 사용해 오고 있다. 누군가는 “오, 나는 세 자매 

중 장녀라서 매우 거만할 수밖에 없어요.”라거나 “나는 막내라서 

손위의 형제자매들보다 덜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별로 성공

적이지 못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러한 믿음이 그릇되었음을 입증했다. 다시 말해서, 출생 순서는 가

족 내에서 당신의 역할을 규정지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성숙하여 성

인기로 접어들고 다른 사회적 역할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출생 순서

는 별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해설

(A) have believ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어야 하는

데, birth order가 주어, affects가 동사, both 이하가 목적어인 완

결된 절이 이어지므로 접속사를 써야 한다. 관계대명사 what은 주

어나 목적어가 없는 미완결절을 이끈다.

(B) be동사의 보어가 들어갈 자리이므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부

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없다.

(C) you mature into adulthood and accept other social roles와 

같이 두 개의 서술부가 and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and accept가 분

사구문으로 전환된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분사가 분사구문을 이끌

어야 한다. 목적어(other social roles)가 있으므로 과거분사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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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구문노트

2행 In fact, people have been using birth order to account for 
personality factors such as an aggressive behavior or a passive 
temperament. :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구동사이며, 

to account for는 ‘설명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such as는 ‘~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

사구로 like와 같은 표현이다.

5행 ~ so I can’t help that I’m so overbearing ~ : <cannot 
help -ing>는 「~하지 않을 수 없다」의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동

명사 대신 that절이 쓰였다. 

어휘

●   account for   to provide an explanation for something  ~을 

설명하다, ~의 이유를 밝히다

●   overbearing [] a. always trying to control other 
people without considering their wishes or feelings  거만한, 

오만한; 압도적인

●   mature [] v. to become fully grown or developed  
성숙하다

2  ③ 

① 접속사 that

②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③ 동명사

④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어법 포인트

해석

손이나 집는 도구가 뻗쳐 물건을 가리키게 되면 그것을 잡을 수 있

다. 잡기는 손가락이 물체를 단단히 잡는 것을 요구한다. 단단히 

잡는다는 것은 특별히 외부의 힘에 의해 옮겨질 때 물체가 미끄러

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부딪히는 것이 

그것을 떨어뜨리게 한다면 여러분이 해머를 쥔 것은 안정적이지 않

은 것이다. 단단히 잡는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손가락에 의해 가해

진 힘이 물체의 위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한다

는 것이다. 기하학적 구성과 질량 분포와 같은 물체의 특성들은 안

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손가락들이 다른 손가락들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 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붙잡고 지탱하는 힘은 또한 

전반적인 물체의 질량과 연약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달걀은 

바위보다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설

③ if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 하므로 동명사 knocking이 되어

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동사 require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
로 올바른 표현이다.

② 의미상의 주어가 the object이므로 과거분사의 형태는 올바르다.

④ that절 안에서 the forces가 주어이고, applied by the fingers

는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구이며, 동사 balance가 이어지는 형태로 

올바른 표현이다.

⑤ 「~하기 위하여」의 의미로 쓰인 to 부정사로 올바른 표현이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Once a hand or gripper has been directed to an object by 
reaching], it can be grasped. : once는 ‘일단 ~하면’의 의미를 나타

내는 부사로 쓰였고, 문장의 주어인 it은 앞의 an object를 가리킨다.

어휘

●   displace [displéis] v. to force something or someone out of 
its usual or original position  옮겨 놓다    

●   precondition [priːkəndíʃn] n. something that must happen or 
be true before it is possible for something else to happen  전제 

조건    

●   distribution [dìstrəbjúːʃn] n. the way in which people or 
things are spread out in a place  분포

1 ②    2 ④    3 ③

07~09 pp.182~183

1  ② 

(A) <forget + to부정사>

(B)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C)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어법 포인트

해석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내 남편은 매우 급했기 때문에 

차를 재빨리 세워 두고, 마을 잡화점 앞 삼거리 정류소에 있는 주

택 개방 표지(집을 팔 사람이 매수자에게 집을 보러 오도록 하는 

경우)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쳐나갔다. 서두르는 바람에 그는 차의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는 것을 깜박했고, 차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

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는 결국 정지 표지판에 기대게 되었

으며(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그 표지판은 반으로 접혀 올라갔다.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나이든 신사가 남편과 구부러진 기둥을 보고

는 심술궂게 말했다. “그 정지 표지판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지

요, 그렇지 않나요?”

해설

(A) 문맥상 「~할 것을 잊어버리다」라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forget＋to부정사>가 적절하다.  

cf. <forget＋-ing> : (과거에) ~한 사실을 잊다

(B) <접속사＋주어>의 역할을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며 it을 쓸 경우,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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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C) 주어인 An older gentleman은 ‘앉아 있는’ 주체이므로 현재분

사 sitting이 적절하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looked at이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But instead of hitting the brakes, he hit the gas pedal and 
ended up coming to rest against the stop sign, ~. : and에 의해 hit
과 ended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고, <end up -ing>은 「결국 ~인 

상태가 되다」의 뜻이다. <come＋to부정사>는 「~하게 되다, ~하기

에 이르다」의 의미이다.

2  ④ 

① 대동사 do

② 병렬구조

③ 동명사와 to부정사

④ sound+형용사

⑤ 동명사

어법 포인트

해석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영국 대부분의 평범한 집

들은 거의 돈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 집도 없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차로 두 시간인 바닷가에서 캠핑을 하며 여름휴가를 보냈고, 

심지어 런던 같은 거리를 여행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여행

에 대한 사랑은 그때조차 여기 내 안에 있었다. 학교의 내 첫 지리 

수업 시간에 책을 펼쳤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밝게 칠한 

지도를 보자마자 그것들과 사랑에 빠졌다. 나는 국가의 이상한 모

양, 신비로운 하얀 산맥, 푸른 바다, 구불구불한 강, 그리고 

Naples, Kathmandu, Mandalay, Kyoto, Honolulu, Sydney와 

같은 신비롭게 들리는 이름을 사랑했다. 그것들 모두는 멀리 떨어

진 다른 세상에 대해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내가 자라면 하게 

될 여행을 보여 주는 이 지도들에 선을 그리면서 수없이 행복한 시

간들을 보냈다. 

해설

④ sound가 「~처럼 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다음에 보어

가 나와야 하므로 형용사인 mysterious가 나와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앞에 나온 had little money를 대신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be동
사가 아닌 do동사가 나와야 한다.

② 주어 We에 연결되는 동사로 spent와 병렬구조를 이뤄야 하므

로 동사의 과거형인 traveled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③ 과거에 교과서를 넘겼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므로 to부정사가 

아닌 동명사가 바르게 쓰였다. 

⑤ spend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인 drawing이 바르게 쓰였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I fell in love with the brightly colored maps the moment 
I saw them. : the moment는 「~하자마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

속사로 쓰였다. 

11행 I spent countless happy hours drawing lines on these 

maps [showing journeys I would make when I grew up]. : 
<spend+목적어+-ing>는 「…하면서 ~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나타

낸다. showing 이하 구문은 앞에 나온 maps를 수식한다. 

3 ③ 

(A)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B) 부정의 동의를 나타내는 도치구문 

(C) 동명사의 부정 

어법 포인트

해석

연애 소설 주인공에 관해 남성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키 크고 까무

잡잡하며 전형적인 미남인 이 꿈만 같은 남자가 완벽하다는 것이

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모든 훌륭한 주인공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완벽함에 대해 글을 쓰기는 쉽지만, 

어떤 작가라도 주인공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독자의 흥미를 잃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성들은 완벽함을 원하

지 않으며, 남성들 또한 그렇다. 그들은 확실히 그것을 찾고자 하

지 않는다. 왜 그런가? 어떤 미묘한 단계에서, 독자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략적인 

함정 효과’라고 불리며, 그것은 소설에서부터 데이트, 혹은 직장을 

망라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완벽을 위해 노력하라, 하지만 당

신은 완벽함을 달성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지내게 될 것이다.

해설

(A) 뒤에 이어지는 절이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

이다. 따라서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와

야 한다. 

(B) <neither＋조동사＋주어>는 「~ 역시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앞의 동사가 want라는 일반동사이므로 조동사는 do를 써야 한다. 

(C) 동명사를 부정할 경우 not은 동명사 바로 앞에 쓰인다. 

1 resembles 2 to clean 3 got caught

4 be taken care of   5 handles

10 수동태 p.184

해석

1. 인생은 여러 면에서 도박과 비슷하다.

2. (누군가가) 그에게 창유리를 닦으라고 시켰다.

3.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다. 

4. 아기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5. 이 카메라는 쉽게 조작된다.

해설

1.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2. <사역동사＋목적어＋원형부정사> 구문이 수동태가 되면 원형부

정사는 to부정사로 바뀐다.

3. ‘빗속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상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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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수동태 got caught가 적절하다. 

4. 구동사는 수동태로 전환할 때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므로 be 
taken care of가 적절하다. 뒤에 by their mothers가 나오므로 능

동태는 적절하지 않다. 

5. handle은 능동형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1 Frightened 2 leaving 3 done

4 Not being 5 Judging

11 분사와 분사구문 p.185

해석

1. 그 광경에 놀라,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2. 나는 그 문제를 빈칸으로 둔 채로 답안지를 제출했다.

3. 하루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호텔을 찾았다.

4.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었다.

5. 하늘을 보고 판단하건대,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해설

1. As she was frightened by the sight, she turned pale.을 분사구

문으로 전환한 형태로 수동형 분사구문인 Being frightened가 적

절하며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문제를 빈칸으로 둔’ 주체는 I이고 시제도 동일하므로 

leaving이 적절하다. 이 분사구문은 and left ~로 고쳐 쓸 수 있다.

3. As the day’s work had been done, ~.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The day’s work having been done, ~.이 된다. 여기서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과거분사 done이 적절하다. 분사구문

의 주어(The day’s work)가 주절의 주어(I)와 일치하지  않으므

로,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다. 

4. 분사구문에서 부정어는 분사 바로 앞에 온다.

5.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어가 

we, you, they 등의 일반인인 경우에는 생략하여 쓰므로 Judging
이 적절하다. 

1 that 〔who〕 2 than  3 are no longer

4 can you make 5 will your money be 

12 특수구문 p.186

해석

1. 학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한 사람은 Peter였다. 

2. 우리는 앉자마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3. 그 프린트에 적합한 잉크 리본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품절

되었다).

4.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너는 내가 그것을 믿도록 할 수도 없다.

5.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돈은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해설

1. < It is ~ that ...> 강조구문에서 강조되는 대상 뒤에 that이 선행

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2. < No sooner had＋주어+p.p. ~ than＋주어＋과거동사 ...>는 

「~하자마자 …했다」의 뜻으로, ‘앉자마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than이 적절하다. 

3. no는 ‘not any’의 의미이므로 부정형 aren’t가 들어가면 not이 

두 번 쓰이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 않다’의 의미를 나타

내고자 할 때는 are no longer로 표현해야 한다. 

4. 부정적 동의를 나타내는 neither나 nor가 문두에 나오면 도치구

문을 쓴다.

5. no가 부사구에 포함되어 문두에 나왔으므로 조동사 will이 주어 

앞으로 도치되어야 한다.

1 ③    2 ②

p.187
10~12

1  ③ 

① 동사와 과거분사

②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의 생략

③ 동사와 현재분사

④ 관계부사 where

⑤ 현재완료 시제

어법 포인트

해석

양식업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던 초기 단계 동안, 실수들이 생겨

났으며 이것들은 직접적인 손실 면에서 그리고 그 산업의 이미지 

측면에서 모두 대가가 컸다. 고밀도 사육은 몇몇 경우에 가두리에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지역의 야생 물고기 개체군 또한 황폐화시

키는 전염성 질병의 발발로 이어졌다. 양식장에 인접한 곳에 서식

하고 있는 지역 야생 생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계속해서 그 산

업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관계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양식용 가

두리가 최초로 지어졌을 때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과 불충분하게 행

해진 관리는 과잉 사료와 어류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거대

한 불모의 해저 사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들은 비

싼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된 교훈이었지만, 이제는 양식용 가두리

를 반드시 어류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물의 흐름이 충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섭취

되지 않은 먹이의 전반적인 양을 줄이는 다른 방법들에 더하여, 양

식이 자체의 행위를 깨끗이 치우는 데 일조해 왔다. 

※ 가두리: 수산 동물을 살려 두는 곳으로, 재료에 따라 그물 가두리, 상

자형 가두리, 대나무 가두리 및 탱크 가두리 등이 있음. 가두리를 사용하

여 양식하는 것을 가두리 양식이라 함

해설

③ 주어인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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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taken 다음에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왔으므로, 문장의 동

사가 쓰일 자리이다. 따라서 현재분사 meaning을 과거 동사 

meant로 바꿔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관계사절의 동사에 해당하며, 

문맥상 과거 시제의 쓰임은 적절하다. 

② 형용사 close가 이끄는 어구가 ‘양식장에 인접한’의 의미를 나타

내며 areas를 수식하는 구조로 which are close to the fish farms
에서 which are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sit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이며 관계사절에서 in the sites
의 의미를 대신한다.

⑤ 문장의 주어가 This이므로 3인칭 단수형 동사가 왔으며, 문맥상 

현재완료의 쓰임도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10행 These were costly lessons to learn, but now stricter 
regulations are in place [to ensure that fish pens are placed in 
sites where there is good water flow to remove fish waste]. : 
to ensure ~는 stricter regulations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구로, 길이가 너무 길어서 문장의 맨 끝으로 이동했다.

어휘

●    aquaculture [] n. the cultivation of freshwater 
and marine resources, both plant and animal, for human 
consumption or use  (어류·해조류의) 양식  cf. aquaculture industry  
양식업

●    costly [] a. something that is costly causes a lot of 
problems or trouble  대가가 큰

●    rearing [] n. act of raising young  사육, 양육

●    outbreak [] n. if there is an outbreak of fighting or 
disease in an area, it suddenly starts to happen  발발, 발생  

●    devastate [] v. to damage something very badly or 
completely  황폐화시키다

●    public relations   the cond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rganization and the public  공공관계, 한 조직과 일반인들과의 관계

●    insufficient [] a. not enough  불충분한  

●    pen [] n. a small piece of land enclosed by a fence to 
keep farm animals in  (가축의) 우리 

2  ② 

(A) 과거분사

(B) 복합관계사 whatever

(C) 현재분사 

어법 포인트

해석

여러 나라에서 더 젊은이들 사이에 신문을 읽는 습관이 감소하고 있

고, 이전에 신문 광고에 쓰였던 돈 일부가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

다. 물론, 신문 읽기가 이처럼 감소하는 일부 이유는 우리가 신문읽

기를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New 

York Times, Guardian, 혹은 세상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의 웹사이

트에서 그 날의 뉴스나 사업, 연예 또는 어떤 뉴스이든지 그에 관한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컴퓨터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도 이런 기사들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고비는 그저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이동하는 코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해설

(A) 과거분사 spent가 some of the dollars를 수식해야 한다. 

(B) whatever가 news를 수식해서, 어떤 뉴스이든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C) 문맥상 능동의 의미인 ‘따라가고 있다’가 적절하므로, 현재분사 

following이 들어가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Of course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 the fact와 다음에 나오는 that절은 동격이다. 

8행 Increasingly,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 <as well as>는 ‘~이

외에도’의 의미로, mobile devices와 our computers를 연결한다.

어휘

●   decline [dikláin] n. a decrease in the quality, quantity, or 
importance of something  감소, 쇠퇴

●   migrate [máigreit] v. to travel regularly from one part of the 

world to another  이동하다 (n. migration 이동)

●   access [ǽkses] v . to find information , especially on a 

computer  이용하다, 접근하다 

●   trail [treil] n. a rough path across countryside or through a 

forest  코스, 루트

1 ②    2 ③    3 ②

10~12 pp.188~189

1  ② 

① 도치구문

② 수동 분사구문

③ <go as far as+to부정사> 

④ 관계대명사 which 

⑤ 부분 부정 

어법 포인트

해석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는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는 전문적인 

일꾼에게 점점 덜 의존해 가고 있다. 자기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출판물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신혼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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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알맞은 도구와 재료를 갖추고서, 자기 집을 꾸미는 일을 즐겁게 

시작한다. 아주 열정적인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조립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가게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특별 조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집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여러 부품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유행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억눌려 있는 창의력에 훌륭

한 분출구를 제공해 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다 선천적인 

재주꾼인 것은 아니다.

해설

② arm with는 ‘~으로 무장시키다’의 의미로 주어가 newly-weds
이므로 문맥상 수동 분사구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Being) 
Armed with ~가 적절하다. be armed with는 ‘~을 갖추고 있다’

의 의미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so ~ that ...> 구문은 ‘너무 ~해서 (그 결과) …하다’라는 뜻으

로 보어에 해당하는 So great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서 동사 is와 

주어 our passion ourselves가 도치되었다.

③ <go as far as to부정사>는 ‘~까지도 하다, ~할 정도로 극단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④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bits and pieces를 선행사로 취한다.

⑤ not all은 ‘모두 ~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

1등급 구문노트

6행 Shops cater for the do-it-yourself craze not only by 
running special advisory services for novices, but by offering 
consumers bits and pieces ~. : <not only ~ but (also) ...>는  

「~ 뿐만 아니라 …도 또한」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수단을 나타

내는 <by+-ing>를 병렬로 연결하고 있다.

=2   ③ 

(A) 관계대명사 who

(B) 타동사 attend

(C) 분사구문

어법 포인트

해석

나는 파티에서 불가피하게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너무 적게 

해서 결국은 낙담한 상태로 떠나는, 참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나같이 적응하기 힘

든 성격으로 파티에 참석해야 함을 알게 된다면, 다음을 따라 하

라. 그 파티가 시작된다고 알려진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라. 그때에

는 아무도 와 있지 않다. 당신은 당신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파티 

주최자들이 확실히 알도록 그들에게 곧장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을 갑절로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과 열정적으로 악수하라. 웃으며 

과장된 말도 많이 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라. 문 쪽으로 되돌아와서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하는 데는 

모두 20분이면 된다.

해설

(A) 앞에 나온 who inevitably either ~ at parties와 and에 의해 

병렬구조를 취하며 선행사 social creature를 수식하므로 사람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B) attend가 ‘참석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는 타동사로 사용되어 목

적어를 바로 취한다. attend to는 ‘~에 주의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의 의미이다.  

(C) 주절이 start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므로 앞부분은 부사구나 부

사절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접속사와 주어가 없으므로 분사구문

이 적절하다. Smiling and saying ~을 절로 바꾸면 After you 
smile and say ~가 된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You will be able to make a beeline for the hosts so that 
they will definitely know that you were there. : <so that S＋V>

는 「~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절을 이끈다. 뒤에 

나온 that절은 동사 will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또한, 

<make a beeline for>는 「~에게 곧바로 향하다」라는 표현이다.  

3  ② 

(A)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 생략

(B) 관계대명사 who

(C) 가정법의 도치구문 

어법 포인트

해석

몬트리올에서, 적색 신호등이 깜박거리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보행

자들과 접근하는 차들로 붐비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한층 더 격렬하

게 질주하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캘거리의 황색 신호등

은 혹시 500m 이내에 아무 때나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

을지도 모른다고 여겨 운전자들에게 급정거하도록 경고한다. 마지

막으로 뉴브런즈윅에 있는 나의 고향에서는 교통 신호등이 견인차

들, 전 지형 만능차(ATV)들, 혹은 소형 트럭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 이것들은 합쳐져서 도로상에 있는 대부분의 수송수단을 차지

한다. 사실상, 외계의 우주선에서 떨어진 캐나다의 어떤 교통 신호 

준수자가 이 광대한 육지의 불특정한 교차로 어딘가에 있다면, 그

는 자신의 위치를 주위의 교통 패턴에 따라 거의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A) 주어는 a flashing red traffic light, 서술부는 instructs 
drivers ~이므로 intersections는 또 다른 절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분사의 수식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intersections (which 
are) heavily populated에서 <관계대명사 which＋be동사>가 생략

되어 과거분사구가 왔다. 

(B) 선행사가 a pedestrian(보행자)이고 뒤에 might consider가 이

어지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C) If any observant Canadian ~ vessel were ...라는 가정법 과

거 문장에서 If가 생략되고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것이므로 were
가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In contrast, an amber light in Calgary warns drivers to 
scream to a halt on the off chance that there might be a 
pedestrian within 500 meters ~. : <warn A+to부정사>는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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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경고하다」의 의미로, warn은 목적격 보어로 to부정사를 

갖는다. on the off chance는 ‘혹시 ~할지도 모르므로’의 의미이

다. 전치사구의 목적어로 쓰인 that절의 there는 유도부사이므로 

주어(a pedestrian)와 동사(might be)가 도치되었다. 

3. mobility 이동(성) / stability 안정(성)

4. contract 수축하다  / expand 팽창하다

5. scarcity 부족, 결핍 / abundance 풍부함

1 sensible  2 explosive 3 eventful     

4 literacy  5 visual

03 파생어 p.192

해석

1. 지방 섭취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2. 폭발물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다. 

3. 당신은 경험을 저술하기 위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

는 없다.

4. 컴퓨터 활용 능력이란 컴퓨터와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5. 시각 예술이란 그림, 조각, 영화, 사진 등등을 포함하는 예술 형

태의 한 분야이다.

해설

1. sensible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2. explosion 폭발(사고) / explosive 폭발물

3. eventful 사건이 많은 / eventual 종국의, 최후의 

4. literature 문학 / literacy 식자 능력(읽고 쓰는 능력) 

5. visible 볼 수 있는 / visual 시각의 

어휘

●   intake [ntik] n. the amount of food, drink, etc. that you take 
into your body  섭취량

UNIT 2  |   수능 어휘

1 inquire 2 zealous  3 friction 

4 aptitude  5 interpret

01 유사어 p.190

해석   

1. 아직도 좌석이 남아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 그 제안을 지지하는 데 Neil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은 없었다.

3. 바위와의 마찰로 인해 닳을 수 있으니 로프를 자주 점검하세요.

4.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대한 타고난 적성이 있다. 당신 또한 특

별한 ‘재능’을 지녔다.

5. 청자는 시각적인 단서들을 찾아냄으로써 본인들이 듣고 있는 것

에 대해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해설

1. acquire 습득하다 / inquire 문의하다 

2. jealous 질투하는 / zealous 열정적인 

3. friction (두 물체의) 마찰; 불화 / fraction 조각, 파편; 소량

4. altitude 고도 / attitude 태도 / aptitude 소질, 적성

5. interpret 해석하다; 통역하다 / interrupt 방해하다 

1 arrogance   2 temporary 3 mobility

4 expands, contracts   5 scarcity

02 반의어 p.191

해석

1. 나는 더 이상 그 남자의 오만을 참을 수 없다.

2.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3. 두 대의 자동차는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 각자의 길을 갈 수 있

는 이동성을 주었다.

4. 매우 뜨거운 공기는 빠르게 팽창했다가, 차가워지면 수축한다.

5. 고용 기회의 부족은 그 나라의 주요한 경제적 근심거리이다.

해설

1. arrogance 오만 / modesty 겸손; 정숙

2. permanent 영구적인 / temporary 일시적인

1 ⑤    2 ④

p.193
01~03

1  ⑤

해석   

눈은 표면에서 보는 반면, 귀는 표면 아래로 꿰뚫어 보는 경향이 있

다. Joachim-Ernst Berendt는 귀는 측정 능력과 판단 능력을 결합

하는 유일한 감각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식별할 수 

있지만, 다양한 소리에는 정확한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정확성을 가지고 인식하도록 허용하지 않

는다. 음악적 소질이 없는 사람도 한 옥타브는 인지할 수 있고, 아

마도 일단 배우게 되면 음정의 특성, 즉, C(도)나 F샵(파 올림 반음)

도 알 수 있을 것이다. Berendt는 시각적인 착각(착시)은 많은 반면

에 ‘청각적인 착각(환청)’, 즉 사실은 그것이 아닌 어떤 것처럼 들리

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청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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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사물의 질서와 우리를 놀라울 정도로 연결시

켜준다. 귀를 통해서 우리는 진동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룬다. 상대방 목소리의 어조와 음색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그 사람의 의도

에 대해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설

(A) <fuse A with B>는 「A를 B와 결합〔융합〕하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어지는 문장(give a precise number to different sounds)을 

통해 청각은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fuses(결합하

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cf.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B) 청각과 달리 시각적인 착각은 아주 많다고 했으므로 precision 
(정확성)이 적절하다.  

(C) which의 선행사는 vibration이며, 진동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바탕을 이룬다’는 흐름이므로 underlies가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A) replace 대신〔대체〕하다

(B) diversity 다양성

(C) undermine 기반을 약화시키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Joachim-Ernst Berendt points out [that the ear is the only 
sense {that fuses an ability to measure with an ability to 
judge}]. : 앞에 나온 that은 동사 points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

는 절을 이끌고 있으며, 뒤에 온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이끄는 관

계사절이 선행사 the only sense를 수식하고 있다. 관계사절에서

는 <fuse A with B>가 쓰여 「A와 B를 결합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an ability to measure와 an ability to judge가 각각 A와 

B에 해당한다. 두 개의 to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여 각각 

an ability를 수식하고 있다.

6행 An unmusical person can recognize an octave and, 
perhaps once (he or she is) instructed, a quality of tone, that 
is, a C or an F-sharp. : <접속사＋분사구문>의 형태로 once와 

instructed 사이에는 he or she is가 생략되어 있다. 접속사 once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생략하지 않았다. 

어휘

●   penetrate [] v. to enter something and pass or spread 
through it, especially when this is difficult  꿰뚫다, 침투하다 

●   measure [] v. to discover the exact size or amount of 
something, or to be of a particular size  측정하다, 재다 

●   discern [] v. to notice or understand something by 
thinking about it carefully  분간하다, 차이를 식별하다 

●   tone [] n. the quality of a sound, especially the sound of 
a musical instrument or someone’s voice  음조, 음색; 어조

●   illusion [] n. something that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e way it really is  착각, 환각 

●   optical [] a. relating to light or the ability to see  시각의 

●   stance [] n.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especially expressed in a publicly stated opinion  태도, 자세

2 ④ 

해석   

사람들이 보관된 종자를 의도적으로 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

들의 식물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러한 농작물이 겪는 성장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변화시켰는데, 왜냐하면 이 식량 식물〔농작

물〕은 더 이상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람들은 이 작물들을 위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자연이 이전에 선호했던 것과는 다른 특징을 선호했다. 고고학 유

적지에서 찾아낸 씨앗은 농부들이 보다 큰 씨앗과 보다 얇은 껍질

을 선호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두꺼운 씨앗의 껍질은 종종 

씨앗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데, 많은 야생 식물

들의 씨앗은 겨울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수개월간 

성장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관리를 받게 되면 두꺼

운 씨의 껍질은 불필요한데, 왜냐하면 농부들이 씨앗을 습기와 포

식자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회피하기(→ 넘겨받기) 때문이

다. 사실 더 얇은 껍질을 가진 씨앗은 먹거나 가루로 가공하기 쉽

고, 파종될 때 묘목이 보다 빠르게 싹트기 때문에 선호되었다. 

해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껍질이 얇은 씨앗을 고르게 되었

고, 이로 인해 식량 식물〔농작물〕의 성장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되었

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④의 evade(회피하다)는 인간이 씨앗

을 보호하기 위해 저장함으로써 씨앗의 번식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을 나타내도록 take over(넘겨받다)로 바꾸어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5행 Seeds [(which were) recovered at archaeological sites] 
clearly show [that farmers selected for larger seeds and 
thinner seed coats]. : recovered는 앞에 나온 선행사 Seeds를 수

식하는 과거분사로 Seeds와 recovered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

사＋be동사>인 which were가 생략된 구조이다. 전체 문장의 동사

는 show이며, 목적어는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다. 

어휘

●   dormant [] a. not active or not growing at the 
present time but able to be active later  휴면기의, 성장을 중단한 

●   evade [] v. not to do or deal with something that you 
should do  회피하다, 벗어나다 

●   seedling [] n. a young plant or tree grown from a seed  
묘목 

●   sprout [] v. if vegetables, seeds, or plants sprout, they 
start to grow, producing shoots, buds, or leaves  싹이 나다, 

발아하다

1 ②    2 ①    3 ③    4 ④    5 ⑤    6 ③

01~03 pp.19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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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ohn Dennis의 ‘허가’도 받지 않고 그의 천둥소리 음향 효과를 

사용했다는 흐름이므로 permission이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A) recover 회복시키다

(B) intention 의도 

(C) commission 위임, 위탁; 수수료

1등급 구문노트

7행 Shortly afterwards Dennis saw a performance of Macbeth 
and was furious to hear his thunder being reproduced without 
his permission. :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연결되는 to부정사

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어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지각동사 

hear의 목적격 보어로 수동태의 현재분사인 being reproduced가 

사용되어 ‘재생되고 있는’의 의미를 지닌다. 

3   ③ 

해석   

라틴어 integer는 ‘온전한’, ‘완벽한’, 또는 ‘흠 없는’을 의미한다. 진

실성을 지니기 위해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경험, 이기적 필

요, 혹은 편협한 시각에 들어맞는 정보나 견해에만 선택적으로 집

중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

일 때 진실성은 없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도

록 우리의 말과 글은 행동이나 품행으로 뒤따르는 선택들과 일치해

야 한다. 신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혼 생활과 가정 내 우리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 

거래와 수익성 있는 매매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보다 넓은 상업계

에서도 중요하다.  

해설

(A) ‘온전하고 완벽한’을 의미하는 라틴어 integer에서 유래한 

integrity(진실성)를 지니기 위해서는 ‘편협한’ 시각의 정보에만 집

중해서는 안 된다는 흐름이므로 narrowly가 적절하다.

(B) 앞 문장에서 ‘말’과 ‘행동’이 별개일 때는 진실성이 없다고 했으

므로, 우리의 말과 글이 뒤따르는 행동이나 품행과 ‘일치해야’ 한다

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consistent가 적절하다. 

(C) 가정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업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므로 

상거래를 할 때 ‘계약상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contractual이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A) generally 전반적으로

(B) contradictory 모순되는

(C) intellectual 지적인

1등급 구문노트

1행 To possess integrity, we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focus selectively only on information or aspects [that fit our 
own experience, self-serving needs, or narrowly held views]]. : 
To possess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to focus는 the temptation을 수식하는 to부정사의 형용사

적 용법으로 쓰였다.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 

1  ② 

해석   

자신들이 찾고 있는 자리에 적격인 구직자들은 이따금 그들이 면접 

전이나 면접 중에 저지르는 작은 실수 때문에 고용되는 데 실패한

다. 예를 들면, 일부 지원자들은 적절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 어떤 

지원자는 그 일자리에 대한 존경심을 조사하기에는(→ 전달하기에

는) 너무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면접에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지

원자는 면접을 위해 지나치게 옷치장을 함으로써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면접에 5분이나 10분 정도 늦게 도착해서 보니 면

접관이 다음 지원자에게로 넘어가버린 지원자들도 있다. 게다가 

면접 중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지원자들도 있다. 즐겁게 하려는 

열정으로,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수다스러워 결국 면접관들을 짜

증나게 하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봉급에 관한 질문

으로 넘어갔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직무보다는 일자리의 이런 측면

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들도 있다.

해설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면접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②의 

survey(조사하다)는 ‘전하다’라는 뜻의 동사 convey 정도로 바꾸어

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Job applicants [who are well qualified for the position 
(which〔that〕) they are seeking] sometimes fail to be hired 
because of a slip (which〔that〕) they make before or during the 
interview. : 문장의 주어는 Job applicants이고 동사는 fail이다. 

주어 바로 뒤의 who는 주어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

고, who가 이끄는 절의 the position과 they 사이와 because of 이
하의 a slip과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that〕가 생

략되어 있다.

2  ①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천둥을 훔친다면’ 당신이 인정받아야 할 무언가

에 대해 그들이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은 1700년

대 초반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John Dennis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는 천둥소리가 재생되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 음향 효과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 그의 아이디어

는 큰 관심을 끌었다. 반면, 그의 연극은 몇 주 후에 ‘맥베스’로 대

체되었다. 얼마 안 있어 Dennis는 ‘맥베스’의 공연을 봤는데, 자신

의 천둥이 그의 허가도 없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듣고 분노하게 되

었다. 다음 날 평론을 쓰면서 그는 ‘그들은 내 연극은 상연하지 않

으려 하면서 내 천둥은 훔쳐간다.’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해설

(A) 천둥소리를 실내에서 음향 효과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한’ 사람이 John Dennis라는 흐름이므로 discovered가 적절하다.

(B) 그가 발견해 낸 음향 효과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의

미가 되어야 하므로 attention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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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 풀을 주식으로 하는 소에게 풀 대신 값싼 대체 사료를 먹인 것

이 광우병 소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체’ 사

료라는 의미가 되도록 substitute를 써야 한다.

(B) 광우병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

로 become familiar to가 쓰여 ‘~에게 익숙해지다’라는 의미가 되

어야 한다. 

(C)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야채 버거에는 고기가 ‘포함되어’ 있

지 않다는 흐름이므로 contain을 써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A) institute 학회, 연구소

(B) similar 유사한, 비슷한 

(C) obtain 얻다, 획득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 some farmers in Britain had been feeding their cows a 
cheap substitute food [made from the bones and organs of 
diseased animals]. : 과거완료진행(had been -ing) 시제는 그 이

전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먹여 오고 있었다’의 의미를 나타낸

다. 여기서는 농부들이 소들에게 ‘죽 먹이고 있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made from 이하의 과거분사구는 앞에 나온 명사구(a cheap 
substitute food)를 수식한다.

6  ③ 

해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적인 장벽은 지리적 분리와 일치했다. ‘다

른’ 사람들은 산의 반대편이나 바다 건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어려웠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조

차도 그것은 종종 저지를 당했다. 현대의 교통 기관과 통신 기술은 

그러한 정신적인(→ 물리적인) 장벽들을 크게 무너뜨려 왔다. 흔히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들 하나 이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사

실일지 모른다. 어떤 이가 다른 사회(나라)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는 발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으며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

나 극히 적은지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다. 

해설

예전에는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 

촉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운송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러한 ‘물리

적인’ 장벽이 사라졌다는 문맥이므로 ③ spiritual(정신적인)을 

physical(물리적인)로 바꾸어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The longer a person stays in another society, the more one 
realizes [how much more there is to discover] and [how very 
little one really knows]. : <the＋비교급, the＋비교급>은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하다’의 의미이며, how로 시작되는 두 개의 절은 

모두 동사 realizes의 목적어절이다.   

information or aspect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4  ④ 

해석   

예를 들어 하나의 품종처럼 한 개체군 내의 모든 동물들은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공통적인 풀(유전자 총체)을 공유한다. 개체군의 수

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 유전적 다양성은 두 가지 방식

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특정 유전자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소실될 수 있는데, 제한된 개체군 수로 인해 유효한 유전자의 제한

된 샘플만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개체군 내에서 각각

의 개체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개체의 부모가 서

로 관련이 있을 확률은 높아진다. 이것은 그 가계의 모계(母系)와 

부계(父系) 쪽으로부터 각각 상이한(→ 동일한) 유전자를 받을 확

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개체 내의 유전적 변이

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 개체 내의 이러한 (유전적) 

변이성 감소가 많은 신체적 특징의 퇴화와 관련 있다는 것은 확고

부동한 보편적인 사실이다.  

해설

제한된 개체군 수로 인해 부모의 유전적 관련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모계(母系)와 부계(父系) 쪽으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므로 ④ different(상이한)를 same(동일

한)으로 고쳐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Firstly, certain genes may be lost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since with restricted population size a restricted 
sample of the genes available is passed on. : 접속사 since가 이

끄는 절은 ‘~이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의 부사절이며, 부사

절 내의 주어는 a restricted sample of the genes available이다.

5행 Secondly, because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the 
population is limited, the probability is increased that the 
parents of any new individual are related to each other. : that
이 이끄는 절은 the probability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동격

의 명사절이다. 서술부인 is increased가 상대적으로 짧아 문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격절이 서술부 뒤에 배치된 형태이다. 

5  ⑤ 

해석   

광우병은 치명적인 뇌질환이다. 과학자들은 소들이 오염된 먹이를 

먹었을 때 그것이 그 소들에게 나타났다고 믿는다. 소는 일반적으

로 풀을 주식으로 하지만, 영국의 일부 농부들은 자신들의 소들에

게 병든 동물의 뼈와 장기로 만들어진 값싼 대체 사료를 먹이고 있

었다. 이것이 광우병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병은 여러 

사람들이 감염된 소고기를 먹은 후 그로 인해 죽게 되자 일반 대중

들에게 익숙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소고기의 판매는 급감해 왔

다. 따라서 유럽 전역의 패스트푸드점들은 새로운 형태의 인기 있

는 버거인 ‘야채 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는 고기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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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0~207

18		 ④	

해석

고객 서비스 대표님께

저는 제 안전 금고 열쇠를 잘못 두었거나 잃어버렸습니다. 이 

편지는 5월 2일 열쇠 분실에 대한 제 전화 보고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전달될 것입니다. 귀사의 직원이 누군가 그 

열쇠를 훔쳤거나 습득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에 대해 어떤 

가능한 시도라도 알고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그 금고를 마지

막으로 열었던 때는 거의 다섯 달 전인 1월초였습니다. 기록을 

점검하시고 그 사이에 금고에 대한 어떤 인가되지 않은 활동이 

있었는지 제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귀하

가 제게 거래/입장 날짜, 이름, 서명들의 사본을 보내 주신 것

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금고를 할

당해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제게 전화하시면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들르겠습니다. 저를 대신해 제 귀중

품들의 보관을 보증하기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Jason McNamara 드림

해설

자신의 안전 금고의 열쇠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은행 고객 서비스 대표에게 자신의 금고가 비인가 이용되었는지

를 확인 후 알려 줄 것과 새 안전 금고를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④가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2행 I have either misplaced or lost the key to my safety 
deposit box. : misplaced와 lost가 상관접속어구 <either ~ or …>

로 연결되었으며, the key to my safety deposit box가 두 동사의 

공통 목적어이다.

4행 Please make your staff aware of any possible attempts at 
unauthorized use in case someone has stolen or found the key. 
: in case는 「~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어휘

●   misplace [mispleis] v. to lose something for a short time by 
putting it in the wrong place  잘못 두다

●   follow up   to do something as a result of something someone 
has suggested or something you have found out  후속 조치를 

실전 모의고사PART III 

하다, 덧붙이다    

●   attempt [ətémpt] n. an act of trying to do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difficult  시도  

●   unauthorized [ʌnɔ́ːθəràizd] a. without someone’s official 
permission to do something or be in a particular place  인가되지 

않은    

●   transaction [trænsǽkʃn] n. a business deal or action, such as 
buying or selling something  거래  

●   ensure [inʃú] v. to make certain that something will happen 
properly  보증하다    

●   valuables [vǽljuəblz] n. small things you own that could be 
sold for a lot of money  귀중품 

19		 ⑤	

해석

당신은 차를 타고 영화를 보러 운전하여 시내로 간다. 당신은 분명

히 상영관에 배낭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서 트렁크 안에 안전하게 

두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대신에, 그것을 뒷좌석에 던져 놓을 뿐이

다. 두 시간 후, 합성 버터향의 팝콘 맛이 입에 아직 남은 채로 당

신은 방금 깨진 자동차 창문의 광경만이 줄 수 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당신은 전문적인 범죄자의 희생자

인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창문을 깨고 털어 가는 도둑의 희생자인

가? 그것이 중요한가? 그/그녀를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에 대해 희

생자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진실은 희

생자가 좋고 값나가는 무언가를 훤히 보이는 곳에 남겨 둠으로써 

공개 초대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절도는 일어나지 않으

리라는 것이다. 

해설

자동차 안의 보이는 곳에 귀중한 물건을 두고 내려서 그것을 도난

당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마지막 문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

을 보관한다면 대부분 절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

으므로, 필자의 주장으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It’s outrageous and immoral to blame the victim for the 
crime (that is) committed against him or her. : It은 가주어이고 

to blame 이하가 진주어이다. committed ~ her는 선행사인 the 
crime을 수식하고 있는데, 과거분사 committed 앞에는 <주격 관

계대명사 + be동사>인 that is가 생략되어 있다. 

8행 But the truth is that most of the time theft wouldn’t 
happen if the victim did not extend an open invitation ~. : 가
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으

로, if절에는 과거 시제의 동사를 쓰고 주절에는 <과거형 조동

사 + 동사원형>을 쓴다.   

어휘

●   synthetic [] a. produced by combining different 

01회 실전 모의고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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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ubstances  합성의, 인조의

●   sinking feeling   a feeling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

●   shatter [] v. to break suddenly into very small pieces, or 
to make something break in this way  산산이 부수다

●   smash-and-grab []  n. a crime in which someone 
robs a shop by breaking the window and stealing things 
quickly  진열창을 깨고 물건을 털어 가는 강도

●   outrageous [] a. very shocking and extremely 
unfair or offensive  부당한; 난폭한

●   extend []  v.  to officially offer someone help, 
sympathy, thanks, etc.  (은혜·친절 따위를) 베풀다, 제공하다  

●   in plain sight   if something is in plain sight, it is easy to see 
or notice, especially when it should be hidden  앞이 (가리는 것 

없이) 잘 보이는 곳에

20		 ⑤	

해석

아주 어린 시절에 나는 두 가지 별개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같은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약간의 땅에 양배추

를 기르고 싶다면, 그 땅을 테니스 코트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영

화관에서 두세 시간 정도를 보낸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자기가 지불하는 대가

는 그렇게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모든 대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동일한 재료나 같은 양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용도 중에서 어느 것이 자기가 선호하는 것인지

를 선택해야 한다. 

해설

이 글은 양배추를 심은 땅을 동시에 테니스 코트로 사용할 수 없

고,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할 수 없듯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에는 포기하게 될 모든 대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 ‘케이크를 먹으면서 동시에 가지고 있

을 수는 없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친절은 베풀면 돌아온다. 

② 십인십색 / 입맛은 제각각 (= Tastes differ.) 
③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④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은 어렵다. (= Easier said than done.)

1등급 구문노트

5행 You have to choose which of the many possible uses [to 
which you could put the same materials or the same amount of 
time] is the one (that) you prefer, ~. : which 이하의 의문사절이 

choose의 목적어절로 쓰였다. which 이하의 의문사절에서는 

which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며, the one이 보어이다. to which
에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the many possible uses를 선

행사로 취하고 있다. you prefer 앞에는 the one을 선행사로 취하

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생략되었다.

7행 ~, in the knowledge that the price [(that) you pay] 
consists of all the other alternatives [(that) you have thereby 
given up]. : the price와 all the other alternatives를 선행사로 취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각각 생략되었다.

어휘

●   resource [] n. all the money, property, skills, etc., that 
you have available to use when you need them  자원; 물자

●   separate [séprèit] a. not related to or not affected by 
something else  별개의, 따로따로의

●   a bit of   a small piece of something  소량의, 약간의 

●   alternative [] n. something you can choose to do 
or use instead of something else  대안

●   thereby [] ad. with the result that something else 
happens  그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21		 ②	

해석

아이들의 주의력은 가까이 오게끔 미끼로 달래야 하는, 낯을 가리

는 야생동물처럼 유혹해야 하고, 사로잡아야 하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 만약 아이들 앞에 놓인 상황, 자료, 문제가 관심을 끌지 못한

다면, 주의력은 그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권유나 

위협으로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그 앞에 놓인 현실이 그에

게 높은 수준의 관심, 흥미, 집중, 참여를 일깨울 때 가장 똑똑해지

는데, 요컨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이

것이 우리가 학교가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이 학교에서 지적으로 행동하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들도록 

교실과 학업을 가능하면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

다. 학교의 지루함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만드

는데, 그들 중 일부는 고의적으로, 그들 중 대부분은 어쩔 수 없어

서이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매달리려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과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잊게 된다. 

해설

학교가 흥미로워야 학생들이 지적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제목으로 ② ‘왜 학교가 흥미로워

야 하는가’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학교 규칙의 중요성 

③ 똑똑한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 

④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 

⑤ 지능은 시험으로 정의될 수 없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This i s why we should make schoolrooms and 
schoolwork as interesting and exciting as possible, not just so 
that school will be a pleasant place, but so that children in 
school will act intelligently and get into the habit of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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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ly. : <not just A but B>의 구문은 ‘A 뿐만 아니라 B도’

의 의미이다. 두 개의 목적 구문인 so that의 구문이 not just A but 
B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다. 

어휘

●   lure [luə] v. to persuade someone to do something by making 

it seem attractive or exciting  꼬시다, 유혹하다

●   coax [kouks] a. to persuade someone to do something that 
they do not want to do by talking to them in a kind, gentle, 

and patient way 달래다 

●   bait [beit] n. food used to attract fish, animals, or birds so that 
you can catch them  미끼 

●   exhortation [ègzɔːrtéiʃn] n. an address emphatically urging 

someone to do something  권유, 충고

●   grasp [græsp] v. to take and hold something firmly  붙잡다 

22		 ④	

해석

나는 우리 대학 신문사의 기자이다. 모든 신문사 기자들은 매일 아

침 8시 20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른 기자들은 회의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불평한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회

의에 참석해 온 나도 가끔 회의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다. 그

렇지만 그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회의를 하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도 아침

에 학교에 일찍 와야 하므로 좀 더 부지런해진다. 1교시 수업이 있

을 때 나는 수업에 늦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고쳐먹

음으로써 당신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핑계에 불과하다.

해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자신

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신문사 회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④ ‘밝은 측면을 보는 것의 중요성’이 가장 적

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집단 지성의 이점  

② 해로운 습관을 멀리 하려는 노력

③ 학교 신문 만들기의 어려움

⑤ 개인의 생체리듬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

1등급 구문노트

3행 I, frankly speaking, who have attended the meeting for 
the last three years, sometimes don’t want to have it, either. :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이며, 동사는 don’t want이다. frankly 
speaking은 ‘솔직히 말해서’라는 의미의 삽입된 독립분사구이며,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who have attended ~ three 
years)을 통해 주어(I)에 대한 사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ither는 부정문에 쓰여 ‘또한, 역시’의 뜻을 나타낸다.

어휘

●   diligent [] a. careful and using a lot of effort  부지런한

●   mere [] a. used to emphasize how small or unimportant 
something or someone is  단순한, 단지 ~에 불과한

●   excuse [] n. a reason that you invent to explain an 
action and to hide your real intentions  핑계, 변명

23		 ③	

해석

1933년 2월 22일에 Roosevelt 대통령은 Francis Perkins에게 노

동부 장관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Perkins는 자신이 그 직책을 

수락하면 아동 노동의 폐지와 더불어 실업 보험과 노령 연금 확립

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대답했다. Roosevelt 대통령은 그녀가 그러

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창안해야 할 것이며, 자신에게 너

무 많은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그녀는 그 직책을 

수락하기로 했다. 그녀는 수월하게 상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

통령 내각에서 근무한 최초의 여성인 ‘여성 장관’, 즉 노동부 장관

이 되었다. Perkins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지원을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Roosevelt와 그의 후임자인 

Harry Truman을 위해 계속 일했다. 1953년에 은퇴한 후 그녀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코넬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해설

as an advocate of government support for workers라는 후반부

의 어구를 통해 Francis Perkins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주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Roosevelt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하여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 

② Roosevelt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방법을 창안하라는 응답을 들었다. 

③ 상원의원들의 승인으로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었다.    

⑤ 은퇴한 후 코넬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Roosevelt responded [that she would have to invent the 
way to do those things] and [that she should not expect too 
much help from him]. : responded의 목적어로 두 개의 that절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문장의 의미상 조동사 would와 must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조동사 2개를 나란히 쓸 수 없으므로 must
의 동의어인 have to를 사용해 would have to로 써야 한다.

어휘

●   secretary [] n. an official in charge of a large 
government department in the US  (각 부(部)의) 장관

●   push for   to try to persuade people to accept your ideas, 
opinions, etc., in order to achieve something  ~을 계속 요구하다

●   abolition [] n. the official ending of an activity or 
custom  (법률·습관 등의) 폐지, 철폐  v. abolish

●   pension [pnn] n. an amount of money paid regularly by 
the government or company to someone who does not work 
anymore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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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nate   the smaller and more important of the two parts 
of the government with the power to make laws in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and France  상원

●   cabinet [] n. the politicians with important positions 
in a government who meet to make decisions or advise the 
leader of the government  내각, (대통령의) 고문단

●   advocate [] n. someone who publicly supports 
someone or something  옹호자, 주창자

●   faculty [] n. all the teachers in a university  (대학 학부의) 

교수단, 교직원

24  ④ 

해석

무료 Bijou 영화의 밤 

매주 화요일, 저희는 자랑스럽게 Santikos Bijou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의 밤을 알립니다. 매달의 주제는 한 달 미리 공지

될 것입니다. 4월의 주제는 부활절입니다. 

4월의 영화

▪ 4월 7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 4월 14일: 벤허

▪ 4월 21일: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 4월 28일: 다빈치 코드

•   다음 달, 5월의 주제: Elizabeth Taylor. 그녀의 최고 영화

들이 상영될 것입니다. 

•   좌석은 200명까지 제한되지만 통로에 앉거나 서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화 상영 시간: 오후 7시

•   표는 오후 6시까지 매표소에서 수령하세요.

•   이 행사는 ‘무료’이고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210) 785-3500번으로 전화 주

시거나 저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찾아주세요!

해설

Seating is limited to 200 people, but you can see the movie 
sitting in the aisle or standing.을 통해 좌석은 200석으로 제한되

지만, 영화를 통로에 앉거나 서서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④는 안

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13행 Seating is limited to 200 people, but you can see the 
movie sitting in the aisle or standing. : sitting과 standing은 

‘~하면서’라는 의미의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으로 쓰였으

며 접속사 or에 의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어휘

●   announce [] v. to officially tell people about 
something, especially about a plan or a decision  발표하다, 알리다 

●   aisle [] n. a long passage between rows of seats in a 
church, plane, theater, etc., or between rows of shelves in a 
shop  통로 

●   showtime []  n. the time that a play or film will begin 
in a theater or cinema  공연 상영 시간

 25  ④ 

해석

Keys to the Streets 비디오 경연 

•  경연 규칙: 

 1)   우리의 공공 피아노 중 하나에서 연주를 하는 자신과 친

구(혹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제작하세요.

 2)   그 비디오를 여러분의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keystothestreets@gmail.com으로 보

내주세요. 그 비디오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CityStudio Vancouver를 태그해서 게시하거나 링크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3)   출품작은 음악성, 연주의 창의성, 영화 촬영술에 근거하

여 심사될 것입니다.

 4)   수상자는 8월 31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마감일: 8월 24일 오전 10시

이 피아노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citystudiovancouver.com을 방문하세요.

해설

마감일이 8월 24일, 수상자 발표는 8월 31일이라고 했으므로, ④가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나 모르는 사람의 연주 영상을 가지고도 

참여할 수 있다.

②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음악성, 연주의 창의성, 영화 촬영술 등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했다.

⑤ 추가 정보를 위해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있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Make a short video of yourself and friends (or strangers!) 
performing at one of our public pianos. : performing at one of 
public pianos는 바로 앞의 yourself and friends (or strangers)!를 

수식하는 어구이다. 

어휘

●   post [poust] v. to leave a message on a website  게시하다    

●   judge [dʒʌdʒ] v. to decide on the result of a competition  
심사하다   

●   musicality [mjùːzikǽləti] n. skill and good judg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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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music  음악성    

●   cinematography [sìnəmətágrəfi] n. the art and methods of 
film photography  영화 촬영술 

26		 ④	

해석

이 그래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예상 수명은 과거에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00년에는 남성

과 여성의 예상 수명이 45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거의 비등했다. 

10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예상 수명은 거의 10년이 늘어나 55세

까지 이르렀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성과 여성의 예상 수명의 격

차가 보이기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했으며, 그 격차는 1980년에 최

대였다. 그 해 이후, 그 차이는 약 40년 동안 조금씩 감소했다. 

2010년부터는 남성과 여성의 예상 수명의 격차가 계속 동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해설

그래프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약 30년 동안 남녀의 예상 수명 차

이가 조금씩 감소했고, 그 뒤부터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④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According to this graph, the life expectancy of males and 
females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past and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 <according to> 뒤에는 명

사구가 오며, 「~에 따르면, ~에 의하면」의 의미이다. 아울러 <be 
expected to＋동사원형>은 「~할 것으로 예상되다」라는 의미이다.

어휘

●   life expectancy   the average period that a person may 
expect to live  기대〔예상〕 수명

●   gap [] n. a big difference between two situations, amount, 
groups of people, etc.  차  이 

●   slight [] a. small in size, degree, or amount  약간의, 적은    

ad. slightly 

27		 ④	

①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

② 부사절에서의 <주어＋be동사> 생략

③ 병렬구조 : 동사

④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의 수식 

⑤ 현재완료 시제

어법 포인트

해석

공장, 자동차,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의 일부는 대기 중의 수증기

와 결합하여 산성비를 만들어 낸다. 비는 어차피 약간 산성을 띠긴

하지만,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화학 물질들과 혼합되었을 때에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산성비는 건물들의 외부 표면을 부식

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 농작물 그리고 숲을 훼손시킬 수 있다. 어

떤 지역에서는 호수와 강에 내린 산성비가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

과 식물에 심각한 해를 끼쳐 왔다. 바람이 오염 물질을 그 원천지에

서 매우 먼 거리까지 운반하므로, 많은 지역들은 산성비를 유발하

는 화학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해설

④ the animals and plants는 전치사 to의 목적어이므로 동사를 취

해 절을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the animals and plants를 수식하

는 분사 형태인 living이나 which live가 되어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문장의 동사가 are combined with이므로 released가 이끄는 

분사구가 주어인 Some of the gases를 수식하는 형태이다.

② when (it is) mixed with ~의 부사절에서 <주어＋be동사>가 생

략된 형태이다.

③ 상관접속사 as well as에 의해 (can) damage와 병렬구조를 이

루고 있으므로 동사 (can) eat이 적절하다.

⑤ devastating effects of acid rain이 목적어이므로 능동태가 되

어야 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상황이므로 현재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어휘

●   vapor [] n. gas or extremely small drops of liquid 
which result from the heating of a liquid or solid  (수)증기 

●   acid rain   rain which contains large amounts of harmful 
chemicals as a result of burning substances such as coal and 
oil  산성비  cf. acidic 산성의 

●   eat away at   to gradually remove or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갉아먹다, 부식시키다 

●   pollutant [] n. a substance that makes air, water, soil, 
etc., dangerously dirty, and is caused by cars, factories, etc.  
오염 물질 

28		 ③	

해석

전형적인 축구 경기에서 우리는 선수들이 흔히 주심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고의적인 파울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

은 명료하게 규정된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올바르지는 않지만 보다 

유리한 지점에서 스로인이나 프리킥을 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들

은 때로 징계로서의 처벌 또는 심지어 퇴장 명령을 받을 만한 공격

적인 방식으로 주심이나 선심의 판정에 대해 도전한다. 관중들이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경기장에 손상을 가하고, 시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바람으로 경기장에 침입하여 제멋대로 제재를 가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해설

(A) 유리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스로인이나 프리킥을 얻기 위해 

심판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는 파울은 고의적인(deliberate) 파울

일 것이다. 

(B) 징계로서의 처벌이나 퇴장 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는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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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sive) 행위일 것이다.

(C) 시합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관중들이 하는 일은 

경기장에 침입하는 것(invading)이다.

1등급 비법노트

(A) delicate 섬세한, 우아한

(B) defensive 방어적인 

(C) evade 피하다, 벗어나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No wonder spectators fight among themselves, damage 
stadiums, or take the law into their own hands by ~. : No 
wonder는 It is no wonder that(~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을 줄

여 쓴 표현이다. spectators를 주어로 하는 문장의 동사로 fight, 
damage, take가 병렬구조로 열거되어 있다.

어휘

●   foul [] n. an action in a sport that is against the rules  반칙, 

파울

●   referee [] n. someone who makes sure that the rules of 
a sport  주심, 심판

●   throw-in []  n. an action in which someone throws the 
ball back onto the field in a game of football  스로인 (경계선 밖에 

있는 선수가 코트 안으로 공을 패스하는 것)

●   free kick   a chance for a player on one football team to kick 
the ball freely from a position shown by the referee  프리킥 

(특정한 반칙에 대해 주어지는 킥) 

●   in defiance of   in the behavior that shows you refuse to do 
what someone tells you to do  ~을 무시하여, ~에 상관치 않고

●   linesman [] n. an official in a sport who decides 
when a ball has gone out of the playing area  (구기 종목의) 선심

●   exemplary punishment   very severe punishment which is 
intended to stop other people from committing the same 
crime  징계로서의 처벌, 중징계

●   send off   to order a sports player to leave the field because 
they have broken the rules  (반칙 등으로 선수를) 퇴장시키다

●   spectator [] n. someone who is watching an event 
or game  관객, 구경꾼

●   take the law into one’s own hands   to do something 
illegal in order to put right something that you think is not 
fair, for example by violently punishing someone instead of 
telling the police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재를 가하다

29		 ⑤	

해석

사람들은 흔히 음식이나 물과 같이 욕구의 직접적인 대상들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이차적인 강화물은 욕구 대상들과의 연관성을 통

해 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적인 것으로 지칭된다. 예를 들어, 쥐 한 마리가 막대를 누름으

로써 먹이를 얻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쥐가 막대를 눌러 먹이

를 얻을 때마다 버저가 울린다. 비록 그 쥐가 그 먹이를 얻지 못하

게 되더라도, (쥐는) 단지 버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막대를 계속 누

를 것이다. 버저는 그 자체로는 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이차적인 강화물이 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돈이 이차적인 강화물이 

된다. 돈은 그저 종이나 금속이지만 먹을 것, 입을 것, 그 밖의 가

치 있는 사물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유력한 보상이 된다.

해설

쥐가 막대를 눌러 먹이를 얻을 때마다 버저를 울리면 버저가 쥐에

게 성취욕을 강화하듯이, 인간에게 돈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⑤ ‘유력한 보상’으로서 기능한다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희귀한 물건    

② 주요한 장애물 

③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    

④ 한정된 자원

1등급 구문노트

4행 For example, a rat learns to get food by pressing a bar; 
then a buzzer is sounded every time the rat presses the bar 
and gets food. : every time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어구로 ‘~할 

때마다(= whenever)’의 의미로 해석하며, 뒤에는 절(주어＋동사)

의 형태가 온다.

어휘

●   motivate [] v. to be the reason why someone does 
something  ~에게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   secondary [] a. not as important as something else  
제2의, 2차적인  n. 2차적인 것 

●   reinforcer [rinfs] n. a stimulus, such as a reward, that 
increases the chance of producing a desired response by 
being applied after the desired response  ((행동주의)) 강화물

●   association [] n. a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person, organization, group, etc.  관련, 연합

30	 ②	

해석

애완용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많은 면에서 사람들

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격

이 있으며, 애정을 표현하고, 두려움을 보이며, 고통을 느끼고, 변

하지 않는 충절을 드러낸다. 동물들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

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들은 경고의 표시로 짖을 수 있고, 즐거워서 깽깽거리기도 

하며, 슬퍼서 울부짖을 수 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심지어 애국지

사들이 그들의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친다. 사람과의 주고받는 관계에서, 개는 대부분 주고, (그 개의) 

주인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모든 모

욕을 용서한다. 때때로 이것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사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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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해설

빈칸이 포함된 첫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으로, 애완용 동물들은 사

람처럼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 있으며, 다양한 감정 표현과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뒤이어 나온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많은 면에서 

사람들과 유사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정기적으로 손질될 필요가 있다

③ 우리의 양육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④ 다양한 일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⑤ 우울증에 대한 징후를 점검받아야 한다

1등급 구문노트

1행 People [who have animals as pets] can understand that 
animals are similar to people in many ways. : 관계대명사 who
가 이끄는 절(who ~ pets)이 주어 People을 수식해 주고, 접속사 

that은 동사 understand의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다.  

2행 They have their own unique personalities, express 
affection, show fear, feel pain, and demonstrate steadfast 
loyalty. : 동사 have, express, show, feel, demonstrate는 콤마

( , )와 and로 연결되어 병렬구조를 이룬다.

어휘

●   steadfast [] a. faithful and very loyal  불변의, 확고한

●   loyalty [] n. the quality of remaining faithful to your 
friends, principles, country, etc.  충절; 충성

●   bark [bk] n.  the sharp loud sound made by a dog  짖는 소리  

cf.  yip 깽깽거리는 소리, wail 울부짖음    

●   patriot [] n. someone who loves their country and is 
willing to defend it  애국자, 우국지사

●   fatherland [] n. the place where someone or their 
family was born  조국  

●   nurture [] v. to feed and take care of a child or a plant 
while it is growing  양육하다; ~에게 영양물을 주다

31		 ③	

해석

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캠퍼스에서 금지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주가 학업상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들이 수업 전에 술을 마시거나, 전날 밤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 상태라면, 그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수

업에 빠질 수 있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으며, 학기말 리포트 제출 

기한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그들은 학교를 중퇴하

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Heywood 대학은 중퇴생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고된 90가지의 사례(90명의 대상자) 가운데 

65%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 따라서 음주가 대학에서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해설

글의 처음과 마지막에 요지가 반복해서 제시된 전형적인 양괄식 문

단이다. 앞부분에서 drinking can cause academic failure라고 밝

힌 후, 이어서 그 이유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③ ‘대학에서의 성공을 방해할’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그들의 건강에 해로울

② 그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해 줄

④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울

⑤ 학업적인 기준에 대한 관점을 바꿀

1등급 구문노트

7행 Out of ninety cases (which were) reported, ~. : Out of 
ninety cases와 reported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 즉 

which were가 생략되었다.

어휘

●   alcoholic beverage   a drink containing alcohol  술, 주류

●   hangover [] n. a pain in your head and a feeling of 
sickness that you get the day after you have drunk too much 
alcohol  (과음으로 인한) 숙취

●   concentrate [] v. to think very carefully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doing  집중하다

●   dropout [] n. someone who leaves school or college 
before they have finished  중퇴자  cf. drop out of  ~에서 중퇴하다

32 ⑤      33 ①      34 ②      35 ④      36 ③      37 ⑤

38 ③      39 ③      40 ⑤      41 ④      42 ③      43 ④

44 ③      45 ③

02회
pp.208~215

32		 ⑤	

해석

작은 회사의 사장인 Kingsley 씨는 그의 조카인 Jerome을 자신이 

하는 사업에 끌어들이고 싶었다. 처음에, 그는 그를 길에서 물건을 

파는 일에 파견했지만, 그는 많이 팔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를 생산 부서에서 시험해 보았지만, 그는 너무 꼼꼼해서 시간이 너

무 많이 걸렸다. 그 다음에, 그는 그를 인사과에서 시험해 보았는

데, 그는 너무 관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를 이용했다. 끝으로, 그

는 고객 관리과에서 시험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훌륭했

다! 그는 전화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Kingsley 씨는 몇몇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그

가 그 일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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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구문노트

5행 Nor is autonomy a freedom to win in situations of fair 
competition: ~. Nor는 ‘~도 아니다’의 의미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와서 주어인 autonomy와 동사 is가 도치되었다. the 
right 이하 구문이 문장의 보어이다.

7행 Again, autonomy is not freedom to control others’ lives in 
matters that mainly affect them], for example, a friend’s 
choice of companions, jobs, and hairstyle. : that 이하 구문은 

matter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며, a friend’s choice of 
companions, jobs, and hairstyle은 matters와 동격인 구체적인 예

들로 열거된 것들이다.

어휘

●   autonomy  [ɔːtánəmi] n .  freedom that a place or an 
organization has to govern or control itself  자율 

●   contract [kántrækt] n. a legal agreement between people or 
organizations  계약   

●   renege [riníːg] v. to fail to keep a promise or an agreement, 
etc.  (약속을) 어기다

●   violate [váiəlèit] v. to disobey or do something against an 
official agreement, law, principle etc 위반하다 

●   moral [mɔ́ːrəl] a. relating to beliefs about what behaviour is 
good and what behaviour is bad 도덕적인

34		 ②	

해석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었다. 나는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을 하고 있

었는데 그때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내 앞에 있는 트럭

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나는 그것이 새 차이고 전시장에서 뽑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임을 설명하면서 눈물이 났다. 파손된 자동

차를 어떻게 남편에게 설명할 것인가?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인정

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서로의 운전면허 번호와 자동차 등

록 번호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커

다란 갈색 봉투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거기에는) 묵직한 남자의 필체로 휘갈겨 쓴 글이 있었다. ‘여보,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

는 것을 기억해요!’ 빗방울 크기의 눈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해설

‘I’는 교통사고로 인해 새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남편에게 어떻

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담긴 쪽지를 발

견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따라서 ‘I’의 심경은 ② 

‘걱정스러움에서 감격(안도)으로’ 변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등급 비법노트

① 행복한 → 당혹스러운

③ 초조한 → 흥분한

④ 평화로운 → 슬픈

⑤ 실망한 → 기쁜

해설

글의 내용으로 보아 ①, ②, ③, ④의 he는 Jerome을 가리키는 반

면에 ⑤의 he는 Kingsley 씨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등급 구문노트

7행 Mr. Kingsley talked with some customers, and he came 
to know that he was quite fit for the job. : 문장의 동사 came은 

‘~되다’라는 뜻의 불완전자동사 come의 과거형이며, 뒤에는 to부

정사가 보어로 왔다.

어휘

●   nephew [] n. the son of your brother or sister, or the 
son of your husband’s or wife’s brother or sister  조카

●   department [] n. one of the groups of people who 
work together in a particular part of a large organization such 
as a hospital, university, company, or government  (공공기관·회사 

등의) 부(서), 부문

●   thorough [] a. careful to do things properly so that you 
avoid mistakes  철저한, 빈틈없는

●   human resources   the department in a company that deals 
with employing, training, and helping people  (회사의) 인사부 

(= HR)

33	 ①	

해석

자율권은 어떤 종류의 자유에 대한 권리지만, 물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정의, 비손상, 계약, 타인에 대한 의무의 원칙들에 의해 제한된다. 

자율적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세금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

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자율은 공정한 경쟁의 상황에서 승리

하기 위한 권리도 아니다. 즉, 당신이 테스트에서 나보다 더 잘해 

내가 어느 팀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다면 내 자율이 침해

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자율은 대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 예컨대 친구의 동료, 직업, 헤어스타일 선택과 같은 문제에

서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자유도 아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자율

권은 그 사람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판단이 다른 

기본적인 도덕적 원리들과 일치하는 한 그들을 보호한다. 

해설

자율권이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고 그 뒤에 구체적 제한 요

소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A)에는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

절하며, 자율권이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자유도 아니라고 말한 뒤

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보호한다는 말이 이어지

므로 (B)에는 On the other hand(반대로)가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② 예를 들어 - 즉

③ 하지만 - 게다가 

④ 하지만 - 다시 말해

⑤ 만차가지로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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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   odds [] n. how likely it is that something will or will not 
happen  가능성, 확률 

●   vaccination [] n. taking a vaccine as a precaution 
against contracting a disease  백신〔예방〕 접종

●   complication [i] n. a medical problem or illness 
that happens while someone is already ill and makes 
treatment more difficult  합병증 

●   chronic [] a. a chronic disease or illness is one that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cannot be cured  만성의

●   incidence [] n. the number of times something 
happens, especially crime, disease, etc.  발생률, 범위

●   shot [t] n. an injection of a drug  주사

36	 ③

해석

수치심은 대체로 파괴적인 반면에, 죄책감은 대체로 건설적이다. 

이는 아마도 당신이 당신의 직원, 자녀 혹은 학생들을 대할 때 염

두에 둘 가치가 있을 것이다. (B)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당신

은 그들을 어떻게 비난하는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주의를 환

기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관점으

로 비난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나쁜 짓을 했지만 좋은 사람

이라고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지 못하다. (C) 따라서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

다. 결국 나쁜 사람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은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서 숨거나 분노하여 대들게 한다. 

(A) 이와는 대조적으로, 죄책감은 나쁜 짓을 했지만 좋은 사람이라

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좋은 사람이 단 하나의 나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에는 사과하기, 보상하

기, (상대방과의) 관계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하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기 등등이 있다. 

해설

수치심과 죄책감의 일반적인 특성을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는 비

난〔비판〕할 때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내용

의 (B)가 이어지고, 그 다음으로 수치심으로 인한 부정적 행동들이 

나열된 (C)가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 In 
contrast와 함께 (B), (C)와는 달리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A)가 나오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

럽다. 따라서 이어질 글의 순서로 (B)–(C)–(A)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4행 In contrast, guilt signifies a good person who did a bad 
thing, and there are plenty of ways that a good person can 
remedy an isolated bad act: ~. : who는 a good person을 수식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ways를 선행사로 하는 that은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를 대신하여 쓰였다.  

9행 ~ phrasing your criticism in terms of being a bad person 
is not nearly as constructive as allowing them to be a good 

1등급 구문노트

1행 I was driving home from work when I began to skid and 
finally hit the bumper of a truck in front of me. : 주절에 진행형 

또는 과거완료형 동사가 오고 부사절에 접속사 when(~할 때)이 

쓰인 경우, 해석은 앞에서부터 ‘(~하는데) 그때’로 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부사절의 동사는 began과 hit으로 접속사 and에 의해 병

렬로 연결되어 있다. 

7행 In a heavy masculine scrawl were these words ~. : 부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어휘

●   rain cats and dogs   to rain very heavily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 

●   skid [] v. to slide along a road or other surface in an 
uncontrolled way  미끄러지다

●   showroom [] n. a large room where you can look at 
things that are for sale, such as cars or electrical goods  
상품진열실, 전시실

●   masculine [u] a. having qualities considered to be 
typical of men or of what men do  남성의, 남자다운

●   scrawl [] n. untidy, careless writing that is difficult to 
read  휘갈겨 쓴 글씨 

35		 ④	

해석

여러분이 독감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

만, 몇 가지 좋은 전략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감을 피하기 위한 최고의 예방 전략은 매년 예방 접종

을 하는 것이다. 호주 국립 건강 의료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백신

은 독감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그들은 건강 보건원들, 당뇨병, 천식, 혹은 심장

병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65세 이상의 사람들

과 임신한 여성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하루에 다섯 번 손을 씻으

라고 지시를 받은 4만 명의 군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군인들이 독감 발생률을 45%까지 줄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질병

이나 수술로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 또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

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해설

독감 예방 전략의 하나로 예방 접종의 필요성과 그것을 해야 하는 

대상들을 언급한 글에서 손을 여러 번 씻도록 지시한 결과 독감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④는 글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They conducted a study of 40,000 soldiers [who were 
ordered to wash their hands five times a day], and found (that) 
they cut their incidence of a bad cold by 45 percent. : 문장의 주어

는 They로 동사 conducted와 found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주

격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은 40,000 soldiers를 수식하는 형

용사절로 쓰였으며, (that) they ~ 45 percent는 found의 목적어절로 

쓰였다. by 45 percent에서 by는 측정한 수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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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who did a bad thing. : 동명사 주어 phrasing은 원급 비교 

표현인 <not as〔so〕＋원급＋as> 구문에 의해 allowing과 병렬구조를 

이루며 「…만큼 ~하지 않는」의 의미를 갖는다. <allow＋목적어＋to
부정사> 구문은 「~가 …하는 것을 허락〔허용〕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   destructive [distrktiv] a. causing damage to people or things  
파괴적인  

●   constructive [] a. useful and helpful, or likely to 
produce good results  건설적인 

●   signify [] v. to represent, mean, or be a sign of 
something  의미하다, 나타내다

●   remedy [] v. to deal with a problem or improve a bad 
situation  바로잡다, 개선〔교정〕하다  n. 개선책

●   isolated [] a. an isolated action event, etc. happens 
only once, and is not likely to happen again  단 하나〔한 번〕의 

●   apologize [] v. to tell someone that you are sorry 
that you have done something wrong  사과하다 

●   make amends   to do something to show you are sorry about 
something you have done  보상하다 

●   reaffirm [] v. to formally state an opinion, belief, or 
intention again, especially when someone has questioned 
you or expressed a doubt  재확인하다 

●   commitment [] n. a willingness to give your time 
and energy to something that you believe in, or a promise or 
firm decision to do something  전념; 약속 

●   misdeed [] n. a wrong or illegal action  나쁜 행동, 악행 

●   criticize [] v. to express your disapproval of someone 
or something, or to talk about their faults  비난〔비판〕하다 

●   phrase [] v. to express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다

●   attribution [] n. an ascribed quality, character, or 
right  속성 

●   lash out   to suddenly speak angrily to someone or criticize 
someone angrily  대들다, 달려들다

37		 ⑤	

해석

1971년 여름에 Philip Zimbardo는 Stanford 대학생들과 함께 실

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자원하고 돈을 받았는데 무작위로 교도

관이나 재소자가 되도록 선정되었다. (C) 재소자들은 수갑이 채워

지고 경찰차로 심리학과의 지하에 있는 임시 감옥으로 호송되었

다. 그곳에서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고 작업복과 식별 번호

를 받았다. (B) 제복을 입은 교도관들은 규칙을 시행하라는 말만 

들었다. 단 며칠 만에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에게 굴욕을 주기 시작

했고, 그 재소자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냉

담해졌다. (A)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

만, 교도관과 재소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본인

들의 개별적 특징을 완전히 무시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 실험은 겨우 6일 만에 중단되었다. 

해설

한 실험에서 Stanford 대학생들이 무작위로 교도관이나 재소자로 

선정되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실험 중에 재소자에게 행해진 내용

을 언급한 (C)가 나와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교도관의 역할이 제시

된 후, 교도관으로 인해 재소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서술한 (B)가 

이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6일 만

에 중단되었다는 최종 결과를 보여 주는 (A)가 와야 하므로, 글의 

순서로는 (C)–(B)–(A)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8행 In just a few days, the guards began to humiliate the 
prisoners, many of whom became depressed, anxious or 
apathetic. :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many of whom
은 and many of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them은 

바로 앞에 나온 선행사 the prisoners를 받는다.  

어휘

●   random [rndm] a. happening or chosen without any 
definite plan, aim, or pattern  임의의  ad. randomly

●    override [uvrid] v. to refuse to accept or to decide against 
a previous decision, an order, a person, etc.  무시하다; 거절하다

●    enforce [infs] v. to make people obey a rule or law  (법률 

등을) 시행하다, 집행하다

●    humiliate [jumliit] v. to make someone feel ashamed or 
stupid, especially when other people are present  굴욕을 주다 

●    apathetic [ptik] a. not interested in something, and not 
willing to make any effort to change or improve things  냉담한; 

무관심한 

●    handcuff [hndkf] v. to put handcuffs on someone  ~에게 

수갑을 채우다 

●    strip A of B  to take away something important from 
someone as a punishment, for example their title, property, or 
power  A에게서 B를 뺏다 

●    identification number   a numeral or string of numerals that 
is used for identification  식별 번호

38	 ③	

해석

풍요의 세상에서 8억 4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니 딱한 일이다. 이

런 마음으로 국제 사회는 기아와 맞서 싸우기로 한 약속을 여러 차

례 확언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로마에서 열렸던 세계 식량 정상 

회담(WFS)에서 185개국 대표들이 2015년까지 굶주리는 사람들

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정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

속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뿌리 뽑기 위한 목표를 가진 조치는 거의 

취해지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의 수는 1996년 세계 

식량 정상 회담의 정책 계획안의 야심차지만 실용적인 목표를 달성

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의 수치에 따르

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굶주리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2천 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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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씩 줄어야 한다. 실제로는 지난 몇 년에 걸쳐 그 수가 고작 매년 

6백만 명 정도씩 줄어들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가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목표가 제시된 문장과 실

제 현실에서 굶주리는 사람의 수가 목표 수만큼 줄지 않는다는 내

용 사이인 ③에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구문노트

3행 It is a shame that 840 million people go hungry in a world 
of plenty. : <It is a shame that ~ (= What a shame that ~)>은  

「~하다니 너무하다, 애석하다, 부끄럽다」는 의미이다. go hungry는 

‘굶주려 있다’의 의미로 go는 ‘(어떤 상태에) 있다’의 뜻으로 쓰였다.

어휘

●   purposeful [] a. having a clear aim or purpose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   wipe out   to destroy, remove, or get rid of something 
completely  ~을 일소하다〔쓸어버리다〕

●   affirm [] v. to state publicly that something is true  
확언하다, 단언하다 

●   summit [] n. an important meeting or set of meetings 
between the leaders of several governments  정상급, 정상급 회의

●   target [] n.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achieve, 
such as a total, an amount, or a time  목표액, 목적    

cf. meet the target  목표액에 이르다 

39		 ③	

해석

소년들과 소녀들이 있다. 그들은 가정에서 함께 살며, 나중에는 함

께 일하고 서로와 결혼한다. 양 성(性)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것

을 배우기 시작하는 장소는 학교이다. 좋은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배경에 따라 달라지며, 

(남녀가) 분리된 학창시절은 이러한 배경을 왜곡시키고, 나중에 만

족스러운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남녀공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린 시절의 인위적인 장벽은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사춘

기 동안에 그렇다. 교육은 사실을 배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생

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소년들과 소녀들에게, 남녀공학은 (B) 상호 이해를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A) 필수적이다.

해설

이 글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결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이므로 학교에서부터 서로 감정적,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

갈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A)에는 neces sa ry(필수적인), (B)에는 mutua l 
understanding(상호 간의 이해)이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① 선택적인 - 심한 경쟁  

② 필수적인 - 미래의 직업 탐색 

④ 바람직하지 않은 - 왜곡된 배경  

⑤ 바람직하지 않은 - 성(性)적 차별  

1등급 구문노트

3행 Good emoti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depend to a 
large extent on the background built up from an early age, ~. : 
자동사 depend는 뒤의 전치사 on과 결합해서 ‘~에 의존하다, ~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사이에 들어간 to a large 
extent는 ‘대부분은, 크게’라는 뜻의 부사구이다.

어휘

●   segregate [i] v. to separate or isolate from others or 
from a main body or group  분리시키다; 차별하다

●   distort [] v. to report something in a way that is not 
completely true or correct  (사실을) 왜곡하다

●   artificial [] a. not real or not made of natural things  
but made to be like something that is real or natural  인위적인

●   adolescence [] n. the period of time in a person’s 
life when they are developing into an adult  사춘기, 청소년기 

40		 ⑤	

해석

Carson은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일을 좋아했으며 대개 자신의 일

과에 만족스러워하며 집으로 갔다. 그러다가 새로운 상사가 인계 

받아서 왔는데 그는 습관적으로 Carson의 일에 트집 잡기를 모색

하는 불쾌한 사람이었다. Carson이 설명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

었기 때문에 Carson은 그를 점점 싫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랄한 비난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인용구를 읽게 

되었다. 그 인용구는 ‘비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규칙은 당신을 비

난하는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Carson은 논

쟁 대신에 동의를 해 보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rson의 이러한 ‘동의’ 반

응 실험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상사는 트집 잡기를 점점 그

만두었고 Carson의 기분과 마음은 결국 좋아졌다. 

 비록 당신이 생각하기에 비판하는 이가 (A) 불쾌하다 하더라도, 

비판에 대한 성공적인 한 가지 반응은 적대적인 논쟁보다는 조심스

럽게 (B) 인정하는 것이다.

해설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서 비록 당신에게 가

해지는 비판이 불쾌하다(disagreeable) 하더라도, 적대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비난을 인정(acceptance)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는 내용

이다.

1등급 비법노트

① 믿음직한 - 혐의

② 우스운 - 동정

③ 지적인 - 무지

④ 불쾌한 -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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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사들과는 달리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이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빈칸에 biased(편견을 

가진)이 들어가야 한다. 

1등급 비법노트

41. 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② 바람직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다 

③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히 그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인기 있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인기가 있는가? 

42. ① 공평한  ② 엄격한  ④ 정확한  ⑤ 일관성 있는 

1등급 구문노트

2행 In one widely quoted study in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experienced high school teachers were asked to 
grade a set of paragraphs [written by 10th graders] [entitled 
“What I Did Last Sunday.”] : <~ be asked to do …>는 ‘~에게 

…할 것을 요구하다’의 의미이다. 두 개의 과거분사구는 앞에 나온 

a set of paragraphs를 수식한다. 

6행 Attached to these paragraphs were eight different names 
~ : 문장의 보어 Attached to these essays가 문두에 위치해 주어

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 구문이다. 

어휘

●   perception [pərsépʃən] n. the way you think about something 
and your idea of what it is like  인식 

●   quote [kwóut] v. to repeat exactly what someone else has 
said or written  인용하다 

●   rate [reit] v. to judge the value or character of someone or 
something  평가하다 

●   at random  without any definite plan, aim, or pattern  임의로 

●   attribute [ətríbjuːt] v. to regard a quality or feature as 
characteristic of or possessed by  ~의 것으로 하다 

●   bottom line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situation  요점 

●   identical [aidéntikl] a. exactly the same, or very similar  같은 

●   stereotype [stériətàip] n. a set idea that people have about 
what someone or something is like, especially an idea that is 
wrong  고정 관념 

43	~	45		 43 ④		44 ③		45 ③		

해석

(A)
우리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나는 상처받고 학대받았던 모든 사

항들을 줄줄이 꿰면서 20대와 30대 초에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

도록 해 줄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 다소 지루함을 느끼며, 나의 비

참함이 누구에 의해, 무엇으로, 어디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분석하

고 분류했다. 

(C) 
분석하는 동안, 나는 점차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어두운 면을 

1등급 구문노트

3행 As Carson’s explanations never seemed to make any 
difference, Carson grew to hate the man. : <not〔never〕 ~ any>

는 ‘no’의 의미이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grew는 became의 의미로 쓰여 ‘점점 ~이 되었다’로 해석한다.

7행 Carson decided to try agreeing instead of arguing. : 
decid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try -ing>는 「시

험 삼아 ~ 해 보다」의 의미이며, <try+to부정사>는 「~하기 위해 

노력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   take over   to begin to do something that someone else was 
doing  인계받다, 양도받다

●   quote [] n. a sentence or phrase from a book, speech, 
etc., which you repeat in a speech or piece of writing because 
it is interesting or amusing  인용구; 따옴표

●   criticism [] n. remarks that say what you think is 
bad about someone or something  비난, 비판 (↔ praise 칭찬, 찬사) 

●   crit ic  []  n.  someone who crit icizes a person, 
organization, or idea  흠잡는 사람, 비난자 

●   critique [] n.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oblems of 
something such as a set of political ideas  비평, 비판

41	~	42		 41 ④		42 ③		

해석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데 어떻게 영향

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직에 출마할 필요는 없다. ‘교육 심

리 저널’에서 널리 인용되는 한 연구에서, 경험 많은 고등학교 교사

들에게 “내가 지난 일요일에 한 일”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10학년이 

쓴 일련의 문단에 성적을 매길 것을 요구했다. 8개의 서로 다른 문

단들이 사용되었고, 수준은 모두 평균 정도였다. 8개의 다른 이름

이 이 글에 붙여졌다. Karen, Lisa, David 그리고 Michael, 이 네 

개의 이름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

고, 다른 네 개의 이름인 Bertha, Adelle, Hubert 그리고 Elmer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이름들이 무작위로 논문에 

붙여졌다. 예를 들어서, Adelle이 썼다고 이름 붙여진 한 논문이 

다른 때에는 Karen이나 Lisa가 썼다고 이름 붙여졌다. 

요점은? 아마도 지금쯤은 짐작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름만 다

르고 똑같은 논문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바람직한 이름을 가진 학

생이 ‘쓴’ 논문에 현저하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흥미롭게도, 같

은 실험이 대학생이 채점하도록 해서 반복되었을 때, 이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름에 고정관념이 된 기대

를 형성한 반면, 대학생들은 가르친 경험이 없어서 이런 기대를 갖

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의 채점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해설

41.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름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주거

나 낮게 주었다고 했으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 ‘이름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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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만성적인 비관주의자가 되었다. 내 신념은, 삶은 힘들며 

재앙은 모든 구석진 곳에서 불쑥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들이 차차 나빠지는 것은 단지 시

간문제일 뿐이었다. 조금이나마 내가 감사함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도와주었던 내 인생의 몇몇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순간을 갖는 것뿐이었다.

(D) 
하지만 점차 나에게 있어 상황은 변했다. 나는 단 하나의 사건 즉, 

삶이 변화된 순간을 꼬집어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때 나의 마음가

짐이 갑자기 변했다. 오히려 천천히, 내 상처를 더 잘 이해하게 되

고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삶에 긍정적인 감정들이 결여되

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주 비참하거나, 근심

스럽거나, 또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기쁨, 행복, 낙관, 믿음 그리고 

신뢰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감정들

을 배우기 시작했다. 

(B) 
우선,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들

을 낙관과 기쁨을 가르쳐 줄 내 스승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내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서 거리낌 없

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깊은 감사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 각자는 더 많이 힘든 것은 아니었을

지라도, 최소한 내가 경험했었던 것과 같은 어려운 젊은 시절을 경

험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스승들은 의식적으로 자신

들을 큰 행복으로 이끄는, 감사와 같은 특정한 마음가짐들을 택하

기로 결정했다. 

해설

43. 주어진 문장 (A)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필

자의 습관이 언급되었으므로 그 분석 과정에서 필자가 염세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서술한 (C)가 주어진 (A)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

이 적절하다. 그 뒤에는 마음가짐의 변화로 점차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는 필자의 모습이 언급된 (D)가 이어지고, (D)의 끝에 나

와 있는 ‘these emotions’를 배우는 과정이 나타난 (B)가 마지막

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C)–(D)–
(B)가 가장 적절하다. 

44. (a), (b), (d), (e)는 모두 필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되찾게끔 해 

주는 요소들이나, (c)는 삶은 힘들고 고달픈 것이라는 부정적인 믿

음을 가리킨다.

45.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그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글이 시사

하는 바로는 ③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1등급 비법노트

45. ① 아첨하는 자를 경계하라.  

② 말하기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어렵다.

④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1등급 구문노트

9행 ~ I discovered that each of them had experienced at least 
as difficult an early life, if not more challenging, as I had. : 
<as ~ as+주어+동사> 구문은 「…가 -한 만큼 ~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내가 경험했었던 것만큼 어려운 젊은 시절’로 해석한다. 

또한 if ~ challenging은 that절에 삽입된 절로 ‘비록 ~이기는 하

나’라는 양보의 의미로 쓰였다.  

어휘

●   catalog [] v. to make a complete list of all the things 
in a group  목록을 만들다 

●   abuse [z] v. to treat someone in a cruel and violent way, 
often sexually  학대하다, 혹사하다

●   misery [] n. great unhappiness  불행

●   radiate [] v. to show an emotion or quality, or to be 
shown or felt  (기쁨·호의 등을) 발산시키다

●   profound [] a. showing strong, serious feelings  
(영향·느낌·경험 등이) 깊은

●   gratitude [] n. the feeling or quality of being 
grateful  감사 

●   uninhibited [] a. behaving in an uncontrolled way  
금지되지 않은, 제약받지 않는  ad. uninhibitedly

●   pessimist [psmist] n. someone who always expects that 
bad things will happen  비관주의자 (↔ optimist 낙관주의자) 

●   dearth [] n. a lack of something  결핍,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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